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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URN 기능을 사용한 네임 식별자 다중 변환 서비스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사용자가 URN(Uniform Resource Name) 기능의 네임 식별자(Name Identifier)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의 동영상, 에니메이션, 음악, 사진, 그림, 전자책, 만화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콘텐츠 관련 인터넷 정보에 편리

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첫째,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창 또는 툴바 입력 창에 "반지의 제왕" 또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

까"와 같이 영화 제목 또는 소설 제목과 같은 네임을 입력 하거나 둘째, "name:반지의 제왕" 과 같이 네임 식별자 명과 요

청할 네임을 직접 브라우저 주소 창에 입력하거나 셋째, HTML, XML, SGML, PDF, MS Office(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E-Mail 문서 등에 삽입된 네임 식별자 정보를 해당 문서의 화면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등 세가지 방식으로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플러그인 모듈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 또는 제목("반지의 제왕")

을 네임 식별자("name:kr:반지의 제왕")로 자동 변환하는 단계(S1)와 S1단계를 거처 일반 네임이 네임 식별자로 자동 변

환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 또는 툴바 입력 창에 네임 식별자를 직접 입력하였을 경우, 그리고 문서에 포함된 네임 식

별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였을 경우 등 세가지 방식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 했을 때 이를 네임 식별자 서비스로 웹 브라

우저가 인식하는 단계(S2)와 웹 브라우저에 설치된 플러그인 모듈에서 네임 식별자의 서비스 국가 코드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할 변환 서버를 선택하는 단계(S3)와 선택된 변환 서버에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S4)

와 선정된 지역 변환 서버가 네임 식별자가 가리키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단계(S5)와 검색 결과 메타데

이터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할 HTML 문서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단계(S6)와 자동

생성된 HTML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단계(S7)와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의해 웹 페이

지로 이동 하거나 동영상 또는 음악과 같은 콘텐츠의 서비스를 직접 받는 단계(S8)로 구성된다.

  본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 제공자는 E-Mail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 속에 판매할 디지털콘텐츠의 네임 식별자 정보를 삽

입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콘텐츠 제목 또는 저자의 이름을 브라우저 주소 창에 입력하거나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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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네임 식별자를 클릭함으로서 해당 콘텐츠를 직접 서비스 받거나 관련된 웹 페이지로 손 쉽게 갈 수 있다. 또한 사용

자는 기존의 URL을 대신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네임 식별자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URN, 디지털콘텐츠 식별자, 네임 식별자(Name Identifier), 다중 변환(Multiple Resolution), 지역 변환 서버(Local

Resolution Server), 서비스 지역(국가) 선택 오퍼레이터(Service Region/Country Selection Operato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서비스 단계를 기술하는 서비스 흐름도.

  [도 2]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할 지역 변환 서버(Local Resolution Server)를 네임 식별자의 국가 코드를 통해

선택하고, 선택된 국가의 변환 서버에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전송하고, 변환 서버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의 결과를

HTML로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응답되는 전체 서비스 시스템 구성 및 각 시스템의 역할 구성도.

  [도 3a], [도 3b], [도 3c]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3가지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도 3a]는 브라우저 주소 창에

네임을 직접 입력한 예이며, [도3 b]는 브라우저 주소 창에 네임 식별자를 직접 입력한 예이며, [도 3c]는 문서에 삽입된

네임 식별자를 클릭하여 주소 창에 입력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예이다.

  [도 4a], [도 4b], [도 4c], [도 4d]는 지역(국가) 선정 오퍼레이터 및 국가 코드를 표시하여 동일한 네임에 대해 각 서

비스 국가를 선정하는 예를 표시한 것이다. [도 4a]는 국가 코드 옵션을 표시하지 않은 예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국가를

기본적으로 의미하여 "sony/kr"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도 4b]는 [도 4a]의 결과 화면이다. [도 4c]는 "/cn"을 추가로

입력하여 중국에서 등록된 네임 식별자의 서비스를 요청한 화면이며, [도 4d]는 [도 4c]의 결과 화면이다.

  [도 5a], [도 5b], [도 5c], [도 5d]는 첫 번째 단어를 특정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하여 블로그 서비스에 응용한 예이다.

[도 5a]는 주소창에 "블로그"라는 단어와 "장현아"라는 사람 이름을 입력하여 찾고자하는 사람의 블로그 페이지로 바로 접

속하는 서비스를 보여 준다. [도 5b]는 [도 5a]의 서비스 결과 페이지를 보여준다. [도 5c]는 MS PowerPoint 문서 내에

삽입된 네임 식별자를 클릭하여 [도 5a]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 요청을 하는 화면이며 [도 5d]는 E-Mail 문서에 삽입된 네

임 식별자를 클릭하여 [도 5a]와 같은 서비스 요청을 하는 화면이다.

  [도 6a], [도 6b]에서 [도 6a]는 영화 동영상 콘텐츠를 브라우저 주소 창에서 호출하는 화면이며, [도 6b]는 서비스 결

과 화면을 보여준다. 이 경우 동영상 콘텐츠가 바로 사용자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 Play 된다.

  [도 7a], [도 7b]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분석하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HTML 문

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화면이다. [도 7a]는 사용자가 자동차 브랜드명인 "sm5"를 입력한 화면이며, [도

7b]는사용자에게 서비스 결과로 생성하여 전달한 HTML 화면이다. 화면은 3개의 프래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메인

프레임에 홈페이지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광고와 메뉴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도 8a], [도 8b]는 유료 콘텐츠 정보에 네임 식별자가 사용된 예를 보인다. [도 8a]는 서비스 받을 드라마 콘텐츠 제목

을 입력한 예이며, [도 8b]는 요청한 드라마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페이지로 이동한 화면이다.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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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삭제

  본 발명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콘텐츠의 제목 또는 저자, 가수, 배우명 등과 같은 네임(Name)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포함하여 원하는 디지털콘텐츠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제

공자는 판매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네임 식별자 정보를 HTML, XML, SGML, PDF, MS Office(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E-Mail 문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서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사용하여 삽입한 후에 인터넷에 배포할 수 있다. 이경

우 사용자는 단순히 네임 식별자를 기존의 URL 링크와 같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네임 식별자의 하이퍼링크 기능은 기존 URL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URL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URL의 치명적 단

점인 물리적인 위치가 변경되어 정보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서비스를 인터넷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는 브라우저 주소 창에 [도 3a]와 같이 제목("태극기 휘날리며") 이나 사람 이름과 같은 네임을 입력하거나,

[도 3b]와 같이 네임을 포함한 네임 식별자("name:태극기 휘날리며")를 직접 입력하거나, [도 3c]와 같이 문서에 포함된

네임 식별자 링크를 클릭 함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 3c]의 경우는 E-Mail 문서에 포함된 네임 식별자 링크에 마우

스가 위치 했을 때 브라우저 좌측 하단에 실제 네임 식별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 준다.) 사용자는 서비스 요청의 결과로

원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HTML 웹 화면을 서버에서 동적으로 생성하여 전

달 받으며, 이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 또는 리얼

네임 서비스가 제공하는 단순한 홈페이지 접근 서비스를 뛰어 넘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네임 식별자는 URN 기능을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URL의 단점을 보완하여 콘텐츠의 물리적인 URL 위치가 변경

되어도 네임 식별자를 통한 관련 링크가 영속적으로 유효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물리적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URL 사용의 경우는 배포된 모든 문서에 포함된 URL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오류 URL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사용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네임 식별자는 이러한 문

제를 배포된 문서의 변경없이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기존 URL을 통한 인터넷 상의 정보 접근의 불편함과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홈 페이지 이동 서비스의 질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URN 기능의 네임 식별자를 이용한 새롭고 보다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URN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분야이며, 최근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활발한 분

야이다. URN은 1995년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URL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구적으로 식별자를 관리하기 때문

에 URL과 같이 물리적인 위치 변화로 접근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양한 추가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네임 식별자는 이러한 URN 기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음악, 영화, 소설, 만화, 화보집,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

츠를 인터넷 상에서 직접 가리킬 수 있으며, 저작자/제작사의 홈페이지, 저작자의 E-Mail 정보, 해당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몰 주소 등을 다중 변환(Multiple Resolution) 기술을 적용하여 함께 관리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중 변환은 하나

의 네임 식별자를 통해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변환 서비스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임 식별자 하나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저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저

자에게 E-Mail을 발송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로 가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은 홈페이지 이동의 단순한 기능 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키워드 서비스(리얼네임, 키워드 도메인, 한글 도메인 서

비스)를 URN 표준 서비스 방식으로 새롭게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URN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

서 기존의 키워드 서비스에서는 근본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표준화

되는 인터넷 서비스 방식과도 호환될 수 있다. 기존의 키워드를 사용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 제공은 키워드 자체를 인터

넷 주소로 변환하는 서버로 전달하고, 변환 서버는 키워드 또는 리얼 네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주소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키워드 자체는 인터넷 실제 주소 또는 도메인명 대신 브라우저 입력 창에 입력하는 수단만 제

공할 수 있으며, URL 또는 URN과 같이 웹에서 링크 정보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키워드를 인터넷 상에 배포하는 콘텐츠

에 삽입하여 배포할 수 없고, 일반 문자 내에 포함된 키워드와 구별 할 수도 없다. 또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만 지

원하여 문장 형태가 가능한 일반 콘텐츠 제목을 표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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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에서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방식은 크게 URL과 URN 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러나 기존의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에서 키워드 자체는 URL 또는 URN 구문형식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라 할 수 없다. URN 구문 구조를 따르는 네임 식별자의 새로운 표현은 국제 표준 방식의 URN Resolution

서비스와 호환되기 때문에 향후 전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체제 내에서 국제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최

근 네임 식별자를 포함한 URN을 DDDS(Dynamic Delegation Discovery Syst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현재의 DNS 망

을 활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국제 서비스 표준(IETF RFC3401, RFC3402, RFC3403, RFC3404, RFC3405)이 제정되

었고 이에 대한 실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다. 만일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표준이 실현되면 본 발명의 네임 식별자 서비스는

"urn:name:kr:반지의 제왕"과 같이 표현되어 서비스 될 수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화 추세와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실제 DNS로 보낼 때에는 "반지의 제왕" 부분은 UTF-8로 인코딩되어 보내진다) 한편 네임 식별자 그 자체가 URN

식별자이기 때문에 URN이 가지는 모든 서비스와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다음 [표 1]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의 변화 및 발전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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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재 기존 업체들에서 서비스 중에 있는 키워드 또는 리얼 네임 서비스와 본 발명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 2]

에 부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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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키워드 도메인 또는 리얼 네임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점차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

되고 있는 국제적 표준 URN 기술을 응용한, 인터넷 자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제

공 방법을 제시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키워드 또는 리얼네임 도메인 서비스와 URN 서비스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의 장점인 실질적 주소를 몰라도 편리하게 웹 페이지를 찾아가는 기능을 포함하여 콘텐츠

네임 정보를 HTML, XML, SGML, MS Office 문서, PDF, 아래한글 문서와 같은 디지털콘텐츠에 삽입하여 마우스 클릭을

통한 서비스 기능이 지원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같은 사이트로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HTML 웹 화면을 먼저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 중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웹 페이지로 이동 할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이미지, 전자책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직접

보고/듣거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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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URN Resolution 기술, 디지털콘텐츠 식별자 기술, 웹 브라우저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해석 할

수 있는 기술, HTTP Proxy Server 구현 및 HTML 동적 생성 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 등이 결합되어 네임 식별자 서

비스 시스템이 구성되며, 상세한 부분은 발명의 구성 항에서 기술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도 1]의 상기 서비스 흐름 및 [표 2]에서 기술한 다양한 차별화된 기능 지원을 위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클라

이언트 플러그인 모듈을 제공하며, 지역 변환 서버는 서비스 국가 마다 하나 이상 설치 될 수 있다. 각 지역 변환 서버는 시

스템의 성능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결과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전달하는 HTTP Proxy 서버와 메타데이터 데이터베

이스 그리고 변환 서버로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은 [도 2]에 기술되어 있다.

  본 서비스에서의 네임 식별자는 URN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URN 형식을 따르며, "NAME(URN 식별자 명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이라는 고유의 식별자 명을 사용한다. 다음은 네임 식별자의 구문 구조(Syntax)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

현에서 "｜" 는 선택을 의미하여 "A｜B"는 A 혹은 B로 해석한다.

  

  

  앞에서 정의한 네임 식별자 구문 구조로 표현한 올바른 네임 식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1) name:kr:반지의 제왕3

  (예2) name:kr: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예3) name:jp:sony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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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예1)과 (예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한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 형식은 물론 여러 단어로 구성된 소설 제목을 그대

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다. (예1)에서 "kr"은 ISO3166-1에 정의된 2자리 국제 표준 국가 코드를 의미하며, "kr"은 한국,

"cn"은 중국, "jp"는 일본, "sg"는 싱가폴, "us"는 미국 등을 의미한다. ISO3166-1 국가 코드 표준에는 전세계 국가 고유 코

드가 2자리 영문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각국에서 표현된 네임 식별자는 상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로 본

발명은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네임 식별자 구문 구조를 정의하였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주소 입력 창 또는 툴바 입력 창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네임 식별자 서비스 요청을 위한 구문 구조의 정의이다. 아래에서 "["와 "]" 사이에 기술된 내용은 선택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A [ B ]"는 B가 선택 사항 이므로 A 또는 A B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정의된 서비스 요청 형식에 따라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주소 입력 창에 올바르게 표현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예1) name:kr:반지의 제왕

  (예2) 반지의 제왕

  (예3) name:jp:sony

  (예4) sony/jp

  (예5) sony/cn

  (예6) sony/sg

  (예7) name:kr:블로그 장현아

  (예8) 블로그 장현아

  

삭제

  

삭제

  

삭제

등록특허 10-0505344

- 9 -



  위의 예에서 (예1)과 (예2), (예3)과 (예4) 그리고 (예7)과 (예8)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예2)와

같이 브라우저 주소 창 또는 툴바 입력 창에 네임만 입력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예1)의 형태

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환하여 처리한다.

  (예3), (예4)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일본에서 등록된 네임 식별자를 서비스 요청하는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는 (예4)과 같이 네임과 지역(국가) 선택 오퍼레이터 "/"를 함께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한다. 지역(국가) 선택 오퍼레이터

"/"는 옵션이며 생략 되었을 경우는 서비스 지역의 국가 코드가 생략된 것으로 처리한다. (예2)의 경우 "반지의 제왕/kr"의

의미로 처리한다. 이때에도 앞에서 언급한 ISO3166-6에서 정의된 표준 국가 코드가 사용된다. 만일 사용자가 "sony"라고

입력하면 "sony/kr"로 입력한 것과 동일하며 자동으로 "name:kr:sony"로 자동 변환하여 처리한다. [도 4a]는 사용자가 브

라우저 입력 창에 "sony"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화면이며, [도 4b]는 이 요청에 대한 실제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도 4b]에서 보면 "sony"라고 입력한 내용이 "name:kr:sony"로 자동 변환되어 서비스된 것을 볼 수 있다. (예5)은 중국

sony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예이며 [도 4c]에 실제 서비스 요청 화면을 표시하였고, [도 4d]는 이에 대한 서비스 결과

화면을 표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sony/cn"이 "name:cn:sony"로 변환되어 서비스 된 것을 볼 수 있다. (예6)은 싱가폴

sony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예이다.

  (예7), (예8) 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최근 네티즌이 많이 활용하는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본 서비스를 적용한 예

이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입력창에 [도 5a]와 같이 "블로그 장현아"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장현아"가 개설한 미니홈피에

접근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도 5b]에 그 결과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도 5c]는 MS PowerPoint 자료에 포함된 네임

식별자에 마우스를 가져 갔을 때의 화면 예를 보여 주며, 이를 클릭하면 마치 브라우저 입력 창에 "블로그 장현아"를 입력

한 것과 동일하게 서비스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 위치를 E-Mail 또는 PDF, MS Office 등과

같은 문서에 네임 식별자 링크로 삽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도 5d]는 E-Mail 안에서 네임 식별자를 링크

정보로 사용하여 활용한 예를 보인 것이다. 마우스를 네임 식별자 링크 위치로 가져가면 URL 링크와 동일하게 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네임 식별자 링크 정보가 표시되며 이를 클릭하면 [도 5a]와 같이 브라우저 입력 창에 "블로그 장현아"를 직

접 입력한 것과 동일한 [도 5b]와 같은 결과가 서비스 된다.

  지금까지 네임 식별자의 구문 구조와 브라우저 주소 창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요청 형태 그리고 HTML, MS Office,

PDF, E-Mail 등에 네임 식별자를 마치 기존의 URL 링크 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고 지금부터는 전체

서비스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서비스의 전체 흐름은 [도 1]에 기술된 바와 같다. 우선 네임 식별자를 사용한 서비스는 [도 3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브라우저 주소 창 또는 툴바 입력 창에 네임을 입력하거나, [도 3b]와 같이 네임을 포함한 네임 식별자를 입력하

거나 또는 [도 3c]와 같이 E-Mail과 같은 문서 내에 포함된 네임 식별자를 클릭 하였을 경우 서비스 요청이 시작된다. 클

라이언트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입력 창에 입력한 네임을 네임 식별자 구문으로 자동 변경하여 네임 식별자를 생

성한다. 예로 만일 브라우저 입력 창에 유명 연예인 이름 "이효리"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은 이를 "name:kr:이효

리"로 변환한다.(S1 단계) 이 때에 네임 식별자 구문 형식에서 "kr"은 "국가 코드"라 부르며 이 코드는 국제적인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진출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코드는 IS03166-1에서 정의된 2자리 국가 코드 표준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키워드 "CAR"가 서비스될 때에 국가 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특히 영문 키워드일 경우는 국가 마다

회사명, 제품명, 사람이름 등으로 의미가 달리 사용될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한자의 경우도 아시아 권에서는 각 국가

별로 의미를 서로 달리 부여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코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네임이 사용될 경우에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ame:kr:CAR"는 국내 서비스, "name:jp:CAR"는 일본 내 서비스, "name:cn:CAR"는 중국 내 서비스,

"name:sg:CAR"는 싱가폴 내 서비스, "name:us:CAR"는 미국 내 서비스로 서로 구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국가 코드가 다른 네임 식별자는 각각 별도의 서버(Local Resolution Server)에서 서비스 처리 된다. 따라서 동일한 네임

일 경우에도 국가 별로 서비스하기 용이하다.

  본 발명은 HTML, XML, SGML, MS Office 또는 PDF 문서 내에 네임 식별자가가 삽입되어 브라우저 입력 창에서 입력

없이도 마우스 클릭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네임을 포함한 네임 식별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플러

그인은 마치 브라우저 입력 창에 해당 네임을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S2 단계) 이때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플러그인은 "name:"을 "http:"와 같이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인식하게 만든다. PDF 문

서를 예로 들면 네임 식별자가 삽입된 글자로 마우스가 이동하면 링크로 삽입된 네임 식별자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사용

자가 클릭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설명한 바와 같이 S2 단계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문

서 편집기 또는 Acrobat Reader와 같은 뷰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치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입력 창에 입력한 효과와

동일하게 서비스 된다. 사용자가 Acrobat Reader에서 네임 식별자("name:kr:RFC2141")를 클릭하였을 경우 바로 결과

문서를 볼 수 있다. 이때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뜨고 부라우저 안에서PDF Reader가 실행되면서 IETF RFC2141 문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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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보여진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술 논문과 같이 관련 레퍼런스가 많은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링크 정보로 삽입된 네임 식별자를 클릭함으로 원하는 문서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게된다. 또한

HTML 문서의 경우에도 마우스를 네임 식별자 위치로 가져가면 브라우저 좌측하단에 "name:kr:매트릭스3"와 같이 네임

식별자 정보가 표시된다. 이때 이를 클릭하면 [도 6a]처럼 브라우저 주소 창에 "매트릭스3"를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동영

상 디지털콘텐츠가 Play 된다. [도 6b]는 [도 6a] 및 HTML 문서의 네임 식별자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이 경우 해당 동영상 콘텐츠가 바로 사용자에게 전송되며, 사용자 PC에 설치한 동영상 플

레이어를 통해 바로 Play된다.

  앞에서 기술한 S1 단계 또는 S2 단계가 발생되면 사용자 플러그인은 네임 식별자에 포함된 국가 코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처리할 국가의 지역 변환 서버를 선택하고(S3 단계), 선택된 국가의 지역 변환 서버에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전달한다

(S4 단계). S1, S2, S3, S4 단계는 모두 사용자 컴퓨터에서 이루어 진다.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플러그인에서 요청된 네임 식별자의 Prefix에 포함된 서비스 지역/국가 번호를 확인하여 최종

변환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의 지역 변환 서버(Local Resolution Server)를 선택하기 때문에 동일한 키워드가 요청되어도

국가 별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일본에서 작성된 PDF 기술 문서에 포함된 키워드 식별자는 당연히 일본에서 관리되는 의

미로 해석해서 서비스 되어야 한다. 만일 네임 식별자가 "name:jp:RFC2141"이면 플러그인은 일본 내 서비스 등록 네임 식

별자로 판단하여 일본 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 변환 서버에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전달한다. 이 경우 서비스 결과는

일본어로 번역된 IETF RFC2141 PDF 문서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네임 식별자 처리를 담당할 지역 변환 서버는 네임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여 사용자에게 전달할 정보를 찾는다.(S5 단계) 지역 변환 서버에서 관리되는 메타데이터는 웹 페이지 URL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name:kr:이효리"의 네임 식별자는 네임 "이효리"가 인명이며, 연예인(가수)이라는 정

보와 이효리 홈페이지 URL, 최근 인기콘텐츠 "10 Minutes"의 MP3 또는 뮤직비디오 파일의 위치정보, 이효리 관련 콘텐

츠 판매 전문 몰 위치 정보, 이효리 E-Mail ID, 이효리 음반 제작사 홈페이지 등과 같은 정보를 함께 관리 할 수 있다. [도

8b]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sm5"라고 [도 7a]와 같이 입력했을 때 자동차 브랜드명에 대한 결과 화면의 예를 보인 것이다.

결과 화면은 크게 상단의 광고 프래임, 그 밑 좌측의 메뉴 프래임, 그리고 우측에 메인 프래임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보

내어 진다. 사용자는 서비스 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도 7b] 화면은 서비스의 한 예이며, 동적으로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보내어 진다. 그리고 서비스 도중에도 얼마든지 프래임 구성을 변경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지역 변환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네임의 유형(인명, 기관명, 콘텐츠 제목, 브랜드명, ...)에 따라 서비스 결과로 전달할

HTML 문서의 Template를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결과를 Template에 반영하여 최종 서비스 결과 HTML

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전달한다.

  

삭제

  지역 변환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네임 식별자에 해당하는 결과를 서비스하기 위해 S5 단계에서 검색된 메타데이터 항

목을 기반으로 HTML 문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S6 단계) S6 단계는 지역 변환 서버와 함께 동작하는 Proxy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 된다. Proxy 서버는 이전에 서비스 한 동일한 네임 식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미 캐싱된 결과를

사용하여 S5 단계를 생략하여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달할 HTML 문서의 생성 및 전달 기능을 수행한

다.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HTML 문서는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업적 광고의 배

치 및 윈도우 프래임의 서비스 형태 등을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

  네임 식별자 요청의 결과는 HTML 문서의 형태로 받아서 사용자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된다. 사용자는 [도 7b]와 같은

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할 수 있다.(S7 단계) 따라서 웹 페이지로의 이동 뿐만이 아니라 관련 디지털콘텐츠 자

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만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일 경우는 음악, 영화, 이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바로 서

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E-Mail ID를 선택하여 E-Mail을 보낼 수도 있다.(S8 단계)

발명의 효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네임 식별자 서비스는 인터넷 주소를 대신하는 기존의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국제적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URN Resolution 방식과 호

환 될 수 있기에 향후 국제적 서비스 연계 또한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식별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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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내에 네임 식별자를 삽입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력 창에 키워드 입력 없이 마우스 클릭으로 다양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네임 식별자가 문서에 적용될 경우 관련 레퍼런스 링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문서를 읽다가

네임 식별자를 클릭하여 관련 문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식별자 개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콘텐츠 이름, 저작자나 연주자 이름 또는 가수나 연기자 이름만 기억하면 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콘텐츠의 판매 위치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으며, 무료 콘텐츠의 경우는 바로 콘텐츠가 서비스 되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며, 유료 콘텐츠의 경우는 구매 페이지로 안내 할 수 있기에 국내 디지털콘텐츠 유통 산업에 크게 기여하게 된

다. [도 6b]의 경우는 브라우저 주소 창에서 "매트릭스3"를 입력하였을 경우, 그 결과 영화 콘텐츠가 바로 Play되는 화면

이며, [도 8a]는 유료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하여 브라우저 주소 창에 "대장금"을 입력하면 [도 8b]와 같이 해당 드라마 콘

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몰로 서비스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국제적 서비스를 목표로 네임 식별자 구문 구조에 서비스 국가 코드를 두어서 국제적 서비스 연계를 반영하였

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의 아시아 국가 및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강국의 저력을 범 세계적으로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로 세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발명은 또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디지털콘

텐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 권의 한류 열풍은 인터넷을 통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

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본 발명은 URN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및 서비스 연계 방법

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툴바 입력 창에 검색 문장을 입력하면, 네임 식별자 구문 구조를 만족하는 URN으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입력 창에 검색 문장을 입력하는 수단, 입력된 검색 문장을 분석하여 네임 식별자 서비스 요청 구문 구조인 ＜

문장＞ 또는 ＜문장＞ "/" ＜국가 코드＞의 형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분석된 검색 문장을 "urn:name:kr:다빈치

코드"와 같이 "urn:name:"＜국가 코드＞":"＜문장＞ 형식의 URN으로 자동 변환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URN 자동 변환 시

스템

청구항 2.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툴바 입력 창에 검색 문장을 입력하면, 네임 식별자 구문 구조를 만족하는 URN으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툴바 입력 창에 검색 문장과 서비스 국가 정보를 "sony/us"와 같이 ＜문장＞ "/" ＜국가

코드＞ 형태로 입력하면, "urn:name:us:sony"와 같이 "urn:name:"＜국가 코드＞":"＜문장＞ 형식의 네임 식별자 URN으

로 자동 변경하는 시스템

청구항 3.

  URN 자동 변환 플러그인이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진 다수의 변환 서버로 구성된 URN 자동 변환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은 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수단, 입력된 검색 문장을 분석하는 수단,

분석된 검색 문장을 "urn:name:kr:다빈치 코드" 형식의 URN으로 자동 변환하는 수단, 변환된 네임 식별자의 국가 코드를

이용해 서비스할 국가의 변환 서버를 선택하는 수단, 선택된 변환 서버에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전송하는 수단으로 구성

되며, 각 국가의 변환 서버는 플러그인에서 전송된 URN에 대한 등록된 URL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수단,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를 HTML로 생성하는 수단, 생성된 HTML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전달된 HTML 결과가 사

용자 PC 브라우저 상에 출력되는 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URN 자동 변환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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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제3항에 있어, 변환 서버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결과로 HTML을 생성하는 수단은 서비스 결과가 단일 URL

로의 단순 이동이 아닌 검색 결과에 포함된 다수의 URL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URN 다중 변환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제3항에 있어, 변환 서버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결과로 HTML을 생성하는 수단은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고 서비스 결과를 생성할 경우 동적으로 생성하는 결과 HTML 문서 내에 광고 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는 URN 자동

변환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URN 자동 변환 플러그인이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진 변환 서버로 구성된 URN 자동 변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URN으로 자동 변환하는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PC에 플러그인 자동 설치 단계,

  사용자의 검색 문장을 브라우저 또는 툴바의 입력 창에 입력받는 단계,

  입력된 문장을 분석하는 단계,

  분석된 문장을 urn:name:＜국가 코드＞:＜문장＞ 형태의 URN으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URN에 포함된 국가 코드를 이용해 서비스 할 변환 서버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변환 서버에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인 URN을 전송하는 단계,

  변환 서버에서 전달된 URN으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 및 광고 프레임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 HTML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결과 HTML을 사용자 PC에 전달하는 단계,

  전달된 HTML이 사용자 PC 브라우저 상에 출력되는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 URN 자동 변환 서비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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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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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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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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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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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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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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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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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7c

삭제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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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a

삭제

도면9b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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