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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상의 공조(collaboration) 동안 컨텍스트에 따라 공조 클라이언트의 속성(behavior)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고객측 브라우저로부터 HTTP 요청이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를 통하여 웹 서
버(140)로 전송된다. 웹 서버(140)는 이때 요청에 응답하여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를 통하여 고객측 웹 브라우
저(131)로 컨텍스트를 전송한다. 이때,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는 컨텍스트의 컨텐츠를 체크하고,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컨텍스트에 명령이 삽입되며, 명령이 삽입되지 않은 컨텍스트는 고객측 웹 브라우저(131)
로 전송되며, 명령이 삽입된 컨텍스트는 업자측 웹 브라우저(131)로 전송된다. 업자측 정보 단말기(130)의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135)은 이때 웹 브라우저에 보유된 API를 통하여 임시 저장된 명령을 읽어들이며, 이 명령의 컨텐츠에 따
라 서식 제출 및 서식 변경을 금지시키고 특정한 서식이나 필드를 은닉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된 컨텐트
(content)를 관리자(administrator)의 의도에 따라 편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본 국 특허 공개 공보 특개평10-124461에서, HTML 페이지의 협동 작업(판독, 이동 및 변경)이 다수의 사용자들
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공조(共助)(collaboration) 기술이 본 발명을 출원할 당시에 공개되어 있다. 도 5는 인
터넷 뱅킹 시스템에 적용된 이러한 HTML 페이지의 협동 작업의 한 예를 나타낸다. 은행업자 및 인터넷 고객 상담 센
터 업자 등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과 동일한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작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화면 또는 송금 수신 처를 지정하기 위한 화면 등과 같이 특정한 HTML 문서들의 경
우에는, 업자가 HTML 서식(form)을 제출하거나 HTML 서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서는 안돼
는 상황들이 있다. 그러나 공조 서버들은 근본적으로 공조하는 브라우저들 사이에서 동일한 HTML 컨텐트를 배포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따라서, 공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속성(behavior)이 변경되었는
지를 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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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 관점에서, 본 발명은 인터넷 기반의 공조 동안 컨텍스트(context)에 따라, 공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속성을 변
경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요청된 컨텐트를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자원(resource)들을 감소시킨 저가의 공조 시스
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정보 단말기의 지원 동안에 중앙 제어가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작동되는 정보 단말기의 플랫폼(platform)에 의존하지 않는 공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request)에 응답하여 서버를 변경하는 일이 없이 정보 단말기로 제
공되는 서비스의 컨텐츠(contents)를 제어할 수 있는 공조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 형태에 의하면, 고객측 브라우저로부터 HTTP 요청이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통하여 웹 서버로 전
송된다. 이때 웹 서버는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통하여 고객측 웹 브라우저로 컨텍스트를 전송
한다. 이때,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는 컨텍스트의 컨텐츠를 체크하고, 소정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컨텍스트에 
명령이 삽입된다. 명령이 삽입되지 않은 컨텍스트는 고객측 웹 브라우저로 전송되며, 명령이 삽입된 컨텍스트는 업자측 
웹 브라우저로 전송된다. 업자측 정보 단말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때 웹 브라우저에 보유된 API를 통하여 임시 
저장된 명령을 읽어들이며, 이 명령의 컨텐츠에 따라 서식 제출(form submission) 및 서식 변경(form alteration)을 
금지시키고 특정한 서식이나 필드를 은닉(conceal)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한 관점에 의하면,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단계;

(d)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본 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기술된 내용 중, "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는 공조 서버들 및 프록시 서버들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c) 편집 단계는,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본 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기술된 내용 중, " 명
령" 은 브라우저별 API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처리를 지시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
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정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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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
여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는 단계;

(d) 상기 정보 단말기로 상기 편집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본 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기술된 내용 중, " 컨텐트 서버" 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측으로 
컨텐트를 전송하는 웹 서버 등과 같은 서버들을 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
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 있어서,

(a)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함하는 규칙 정의부;

(b)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들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들을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서 모니터링하는 
규칙 제어 매니저;

(c)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조건 세팅부의 조건에 상기 HTTP 메시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HTTP 체커(c
hecker);

(d)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명령 세팅부의 컨텐츠에 따라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HTTP 편집기;

(e)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고객 캐시;

(f)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업자 캐시를 포함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
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상기 HTTP 편집기는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
램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편집을 수행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
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
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메시지 체커;

(b)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삽입하
기 위해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는 메시지 편집기를 포함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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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
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하는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고객측 정보 단말기와 공조하는 업자측 정보 단말기;

(b1)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함하는 규칙 정의부;

(b2) 고객측 브라우저 요청들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칙 제어 매니저;

(b3)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조건 세팅부의 조건에 부합하지 여부를 결정하는 HTTP 체커;

(b4)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명령 세팅부의 컨텐츠에 따
라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HTTP 편집기;

(b5)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고객 캐시;

(b6)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업자 캐시를 가지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
버를 포함하는 공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시스템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시
하는 프로그램 코드;

(b)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
는 프로그램 코드;

(c)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HTTP 메시
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

(d)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
그램 코드;

(e)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
램 코드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편집은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로 명령
을 삽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
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갖는 시스템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를 수신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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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프로
그램 코드;

(c)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지시(instruction)들을 
제공하는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

(d)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정보 단말기로 상기 편집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
함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또는 정보 단말기 하드웨어 구성의 한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블록 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처리 요소들의 블록 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정보 단말기 지원 시스템을 위한 작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구성 파일의 개념도이다.

도 5는 관련된 공조 기술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A. 하드웨어 구성

    
도 1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를 위한 하드 웨어 구성의 한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개략도
이다.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는 중앙 처리 장치(CPU)(1)와 메모리(4)를 포함한다. CPU(1)와 메모리(4)는 하
드 디스크 (13)인 보조 저장 장치로 버스(2)를 통해서 접속된다. 플로피 디스크 소자(20)(또는 MO나 CD-ROM 등의 
기록 매체 드라이버(26, 28 또는 29))가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19)(또는 IDE 제어기(25) 또는 SCSI 제어기(27) 등)
를 통하여 버스(2)에 접속된다.
    

플로피 디스크(또는 MO나 CD-ROM 등의 기록 매체)가 플로피 디스크 소자(20)(또는 MO나 CD-ROM 등과 같은 기
록 매체 드라이버)로 삽입된다. 이때 이러한 플로피 디스크 등, 하드 디스크 소자(13) 또는 ROM(14)에는, 본 발명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작동 시스템(OS)에 부합하도록 CPU 등으로 명령들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코드가 로
딩될 수 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상기 코드는 압축되거나 다수의 매체 사이에서 나누어 기록될 수 있다.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에는, 지시 소자(7)(마우스, 조이스틱 등) 또는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보드(6), 그리고 시
각적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디스플레이(12)를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가 설치된다. 
입력 수단은 터치 패널일 수도 있다. 병렬 포트(16)를 통하여 프린터를 연결하거나 직렬 포트(15)를 통하여 모뎀을 연
결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은 직렬 포트(15) 및, 모뎀 또는 통신 어댑터 카드(18)(이더
넷 또는 토큰 링 카드)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른 컴퓨터들과 통신할 수 있다.
    

스피커(23)는, 증폭기(22)를 통하여, 오디오 제어기(21)에 의해서 D/A 변환된(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된) 오디
오 신호를 수신하며, 이 신호를 소리로 출력한다. 오디오 제어기(21)는 마이크(24)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정보를 A/D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여,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오디오 정보가 시스템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다.

 - 6 -



공개특허 특2002-0041334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가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PC),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PC, 팜탑(palmtop) PC, 또는 네
트워크 컴퓨터 등의 하나 또는 조합을 포함하는 통신 기능을 가지는 정보 단말기일 수 있음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일 뿐이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전부가 본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것은 아니다.

특히, 여기서 기술된 하드웨어 구성에서, 오디오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오디오 제어기(21), 증폭기(22), 스피커(23) 및 
마이크(24)와, 작동자로부터의 직접적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키보드(6), 마우스(7) 및 키보드/마우스 제어기(5)와, 
사용자에게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CRT(12), 디스플레이 장치(11), VRAM(9) 및 VGA(8)와, 각각의 기록 
매체 처리기(19, 25 및 27 등)는 정보 단말기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생략될 수 있다.

다수의 머신들 상에서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의 각각의 구성 요소를 결합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 하드웨어에 
분포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의 다양한 변형들은 당업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본 발명의 기
술적 사상 및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정보 단말기(130)는, 도 1에 나타낸 하드웨어 구성에 의한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와 같이 
구현이 가능하다. 즉, 정보 단말기(130)는 또한 정보 요청들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들을 발생
시키거나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단말기(130)는,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PC, 팜탑 PC, 컴퓨터 기
능을 탑재한 텔레비전 등의 다양한 가전 제품들, 통신 기능을 가진 게임기들, 또는 전화기, FAX, 휴대 전화기, 개인용 
휴대 시스템(Personal Handy System: PHS)이나 전자책 등을 포함하는 통신 기능을 가지는 정보 단말기들의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이
러한 구성 요소들의 모두가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 측의 작동 시스템은 특정 작동 시스템 환경에 제한되지 않으며, GUI 다중 윈도우 환경을 
표준으로 지원하는 작동 시스템(OS)--예를 들어, 윈도우즈 NT(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윈도우즈 9x(마이크로소프
트의 상표), 윈도우즈 3.x(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OS/2(IBM의 상표), MacOS(Apple사의 상표), Linux(Linus T
orvalds의 상표), 또는 AIX(IBM의 상표) 기반의 X-윈도우 시스템(MIT의 상표) 등--이나, 문자 기반의 환경--P
C 도스(IBM의 상표) 또는 MS 도스(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VxWorks와 같은 실시간 OS(Wind River Systems, I
nc.의 상표)--이나, 또는 Java OS 등과 같이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채용되는 작동 시스템일 수 있다.
    

    
정보 단말기(130) 측의 작동 시스템도 또한 특정 작동 시스템 환경에 제한되지 않으며, GUI 다중 윈도우 환경을 표준
으로 지원하는 작동 시스템--예를 들어, 윈도우즈 NT(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윈도우즈 9x(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윈도우즈 3.x(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OS/2(IBM의 상표), MacOS(Apple사의 상표), Linux(Linus Torvalds의 상
표), 또는 AIX(IBM의 상표) 기반의 X-윈도우 시스템(MIT의 상표) 등--이나, 문자 기반의 환경--PC 도스(IBM의 
상표) 또는 MS 도스(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 VxWorks와 같은 실시간 OS(Wind River Systems, Inc.의 상표)--
이나, 또는 Java OS 등과 같이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채용되는 작동 시스템일 수 있다.
    

B. 시스템 구성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를 포함하는 공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
는 기능적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공조 시스템(100)은 정보 단말기들(130 및 132),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 및 
웹 서버(14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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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웹 브라우저(131)는 정보 단말기들 (130 및 132)에 설치된다. 웹 브라우저(1
31)는 URL을 지정하고, 소정의 웹 서버로 가는 신청을 전송한다. 웹 브라우저(131)는 이때 디스플레이 화면 상에 디
스프레이하기 위하여 웹 서버(140)로부터 전송된 응답을 수신한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은 업자 정보 단말기(
130)에 설치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은 웹 브라우저 API(133)을 통하여 웹 브라우저(131)에 로딩된 
HTML 컨텐트를 읽어들이고 웹 브라우저 API(133) 및 OS API를 통하여 프록시 서버 상의 캐시 매니저에 의해 운반
되는 명령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에는 웹 서버/프록시 서버(113), 웹 서버/프록시 서버 A
PI(115), 그리고 캐시 매니저(120)가 설치된다.

    
캐시 매니저(120)는 웹 브라우저(131)에 의해 송신된 HTTP 요청들에 대한 HTML 컨텐츠(HTTP 응답들)를 임시 
저장(cache)한다. 두개의 웹 브라우저가 공유될 때, 캐시 매니저(120)는 상호 작용 방식으로 전송된 HTTP 요청에 따
라 동일한 HTML 데이터의 회신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캐시 매니저(120)은 프록시 서버 또
는 웹 서버/프록시 서버 API(115)를 사용하여 기록되어지며, 그에 따라 모든 HTTP 메시지들은 프록시 서버 또는 웹 
서버(113)를 사용하여 모니터링될 수 있다. 규칙 제어 매니저(129)에 의해서 처리되고 모니터링되는 HTTP 메시지들
은 이러한 메시지들의 처리를 맡는 규칙 제어 매니저(129)로 전송된다.
    

규칙 제어 매니저(129)는, 웹 서버/프록시 서버(113)로부터 전송된 HTTP 메시지들을, 구성 파일(128)에 의해 지정
되는 규칙 제어기들(126 및 127)로 전달하며, 이러한 HTTP 메시지들의 처리를 담당한다. 규칙 제어 매니저(129)는 
다수의 구성 파일들(128)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순서에 따라 규칙 제어기들(126 및 127)을 호출할 수 있다.

    
규칙 제어기(126 및 127)는 HTTP 메시지 체커(125)와 HTTP 메시지 편집기 (123)를 포함한다. HTTP 메시지 체
커(125)는 규칙 정의부(121)를 참조하여 HTTP 메시지를 편집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메시지를 편집하기로 결
정되면, 이 HTTP 메시지는 HTTP 메시지 편집기(123)로 전송된다. HTTP 메시지 편집기(123)는 이때 규칙 정의부
(121)의 컨텐츠에 따라 HTTP 메시지를 편집하며, 업자 캐시(163)에 편집된 메시지를 저장하며, 그리고 편집의 결과
들은 규칙 제어 매니저(129)로 돌려 보내어진다. 메시지를 편집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이 메시지는 규칙 제어 매니저
(129)로 그대로 돌려보내어 진다. 규칙 정의부(121)는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함하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HTTP 메시지들이 편집되어질지를 정의한다.
    

도 2에 나타낸 각각의 기능 블록이 위에서 기술되었으나 이러한 기능 블록들은 논리적인 기능 블록들이다. 이것은 이러
한 기능 블록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어야 함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능 
블록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나 공유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도 2에 나
타낸 기능 블록들 모두가 본 발명의 필수적 구성 요소들인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C. 작동 과정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정보 처리 단말기 지원 시스템(100)의 작동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 과정은 
단계 400에서 개시된다. 이때, 업자측 정보 단말기(130) 및 클라이언트측 정보 단말기(132)의 웹 브라우저(131)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으로 접속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고객 정보 단말기(132)의 웹 브라우저 (131)가 특정 URL을 위한 공조 서버 상의 
웹 서버로 요청을 하면, 고객별로 특정된 UAI(고객 식별 정보)가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 상에 발생되며, 이것은 
HTTP 응답 헤더에 쿠키(cookie)로서 세팅되어 고객측 웹 브라우저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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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측에서는, 공조 소프트웨어가 개시되며, 그리고 공조 서버는 업자별로 특정된 ID를 가지는 웹 브라우저(131)가 접
속되었음을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의 등록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다. 이때 쿠키 명령이 그 이후에 생성되는 모든 HTT
P 요청의 헤더들 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고객측 브라우저 및 업자의 존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UAI 정보가 생성
될 수 있다. 고객 및 대응하는 업자는 업자 관리 테이블에 의해 관리되며, 서로 대응하도록 되어진다. 이 기술은 공지되
어 있으며 따라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에서, 고객 정보 단말기(132)의 웹 브라우저(131)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URL을 HTTP 메시지로 
만들고 이 HTTP 메시지를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로 전송한다(단계 401).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는 이 H
TTP 메시지를 수신하며(단계 403), 그리고 상기 HTTP 메시지에 의해 지정된 웹 서버(140)로 상기 HTTP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기 HTTP 메시지는, 공조 서버의 경우에 구성 파일에서 지정된 웹 서버로 전달된다.

웹 서버(140)는 이때 수신된 HTTP 메시지를 처리하며(단계 405), 그리고 새로운 HTTP 메시지가 생성되고 정보 단
말기 지원 서버(110)로 회신된다(단계 407).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은 고객 캐시(161)에 상기 웹 서버(140)로부터 수신된 상기 HTTP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HTTP 메시지를 이의 처리를 맡은 규칙 제어 매니저(129)로 전달한다(단계 409). 상기 규칙 제어 매니저
(129)는 구성 파일(128)에 의해 지정된 규칙 제어기들(126 및 127)에 의해 요청된 순서에 따라 호출되고 전송되는 
HTTP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단계 411). 도 4에 나타낸 형태의 다수의 규칙 제어기들은 구성 파일에서 지
정될 수 있다.
    

규칙 제어기들(126 및 127) 자신들은 공유된 객체(Shared Object, Unix에서) 또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Dyn
amic Link Library, 윈도우즈에서) 데이터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표 1]

int CscPluginCInit (const char *pszConf)

이 함수는 CacheManager가 CscPlhdrInit0를 통하여 개시될 때 호출된다.

argument

const char : HTML 플러그인 구성 파일의 패스(path)

return value

0 : OK

4900-4999 : error

int CscPluginCConv ( const CsmConvParam param,

const char *pIn,

const int i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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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ppOut,

int *osize )

이 함수는 CscPlhdrConv0를 통하여 HTML 컨텐트를 변환시키기 위해 호출된다.

argument

const CsmConvParam : 변환을 위한 정보

const char *pIn : 입력 컨텐트

const int isize : 입력 컨텐트의 크기

char **ppOut : 출력 컨텐트

int *osize : 출력 컨텐트의 크기

return value

0 : OK

4900-4999 : error

void CsmPluginCFree ( char *p)

이 함수는 CscPlhdrFree0를 통하여 CscPluginCConv( )의 ppOut을 비우기 위해 호출된다.

argument

char * : CscPluginCConv( )의 ppOut

return value

None

int CscPluginCTerminate ( )

이 함수는 CscPlhdrdrTerminate ( )를 통하여 CacheManager가 정지될 때 호출된다.

argument

None

return value

0 : OK

4900-4999 :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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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어기들(126 및 127)은 HTTP 메시지 체커(125) 및 HTTP 메시지 에디터 (123)를 포함하며, 규칙 제어 매니
저(129)로부터 HTTP 메시지가 전송될 때 HTTP 메시지 체커를 호출하며, 그리고 규칙 정의부(121)에 따라 이 HT
TP 메시지를 편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413).

    
이 규칙 정의부는 다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지정된다. 이 예에서, 상기 규칙 정의부는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
함한다. 규칙 정의부는 URL = < url name> 으로 세팅되며 그리고 HTTP 메시지 체커 125는 HTTP 메시지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예에서, 미리 정하여진 URL에 관하여서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금지하는 명
령이 지정된다. 그러나 HTTP 메시지가 분석되어 HTTP 체커 (125)에서 미리 정하여진 조건(예를 들면, 송신 버튼의 
존재, 입력 필드, 또는 미리 정하여진 폭력적인 또는 음란한 문자들 또는 이미지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
건이 세팅될 수도 있다.
    

URL=< url name> ;AgentActionProhibited=< command> [< command> ...}

< command> =< submit |

alterform |

notshown:[formname=< formname> ,

fieldname=< fieldname> [,< fieldname> ...]

> ;

이 예에서, 서식(form) 제출, 서식 변경, 그리고 특정한 서식들 또는 필드들의 은닉이 지정된다. 변경을 필요로함이 H
TTP 메시지 체커(125)에 의해 결정되면, 고객 캐시(161)의 데이터는 업자 캐시(163)로 복제된다. HTTP 메시지 편
집기(123)는 이때 호출되어, 규칙 정의부(121)에 담겨진 정보에 따라 편집이 수행된다(단계 41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HTTP 메시지 편집기(123)는 다음 명령들을 업자 캐시(163)의 HTTP 메시지에 
담는다(embed).

< |--#CP_WebC_AgentActionProhibited=< command> [< command> ...]-->

< command> =< submit |

alterform |

notshown: [formname=< formname> ;]

fieldname=< fieldname> [,< fieldname> ...]

> ;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110)는 이때 웹 브라우저(131)로 HTTP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전송한다(단계 417). 이때, 고
객 캐시(161)의 HTTP 메시지는 고객 정보 단말기(132)의 웹 브라우저(131)로 전송되며, 그리고 업자 캐시(163)의 
HTTP 메시지는 업자 정보 단말기(130)의 웹 브라우저(131)로 전송된다.

업자측 정보 단말기(130)의 웹 브라우저(131)는 수신된 HTTP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
에 디스플레이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단계 419). 특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은 웹 브라우저(131)를 위한 이벤
트 디스플레이의 종료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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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은 웹 브라우저에 보유되는 API를 사용하여 상기 담겨진(embeded) 명령을 읽어들여 이 명
령을 실행한다(단계 421). 이 예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35)은, 웹 브라우저 또는 OS에 보유되는 API를 사용하
여, 제출 및 서식 변경의 금지, 그리고 특정한 서식들 및 필드들의 은닉을 지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이하의 처리는 명령이 NOTSHOWN(미리 정하여진 정보를 디스플레이하지 않음)일 경우에 클라이언트측에서 수행된
다.

업자측에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필드를 FieldA라 하기로 한다. 특정한 필드에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입력된 데이터를 업자측 클라이언트로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나 FieldA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와 동일한 갯수의 기호들 " *" 이 입력된 데이터를 대신하여 전달되며, 업자측 클라이언트에서 FieldA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기호들 " *" 로 저장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하여 극히 높은 보안 표준이 유지될 수 있다.

D. 기타

    
이상에서, 공조 기술에 적용된 본 발명의 한 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웹 서버(140)로
부터 송신된 HTTP 메시지가 분석되며, 그리고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메시지는 편집되어 클라이언
트측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공조 이외의 분야들--예를 들어,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정답 
필드가 가려질 수 있는 인터넷 교육 분야 등--에도 적용가능하다. 나아가서,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인터
넷/인트라넷의 예가 기술되었지만 그러나 이 기술은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프로토콜들을 채용하고 있는 통신 시스
템들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는, 명령이 삽입된 컨텍스트가 업자측 
웹 브라우저로 전송되어 이 명령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러나, 고객이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수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령이 삽입된 컨텍스트를 고객측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 명령을 수
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는 고객과 업자의 모두에 의해서 이 명령이 수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따라, 인터넷 상의 공조 동안 컨텍스트에 따라서 공조중인 클라이언
트들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제공된다. 특히, 관리자의 의도에 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된 컨텐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
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단계;

(d)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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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

상기 (c) 편집 단계는,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
여 수행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정보 처
리 방법.

청구항 4.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
여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는 단계;

(d) 상기 정보 단말기로 상기 편집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5.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
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 있어서,

(a)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함하는 규칙 정의부;

(b)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들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들을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칙 제어 매니저;

(c)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조건 세팅부의 조건에 상기 HTTP 메시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HTTP 체커;

(d)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명령 세팅부의 컨텐츠에 따라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HTTP 편집기;

(e)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고객 캐시;

(f)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업자 캐시를 포함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
버.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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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TTP 편집기는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편집을 수행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정보 단
말기 지원 서버.

청구항 8.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메시지 체커;

(b)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삽입하
기 위해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는 메시지 편집기를 포함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

청구항 9.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
하는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고객측 정보 단말기와 공조하는 업자측 정보 단말기;

(b1) 조건 세팅부 및 명령 세팅부를 포함하는 규칙 정의부;

(b2) 고객측 브라우저 요청들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칙 제어 매니저;

(b3)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조건 세팅부의 조건에 부합하지 여부를 결정하는 HTTP 체커;

(b4)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규칙 정의부의 상기 명령 세팅부의 컨텐츠에 따
라 상기 HTTP 메시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는 HTTP 편집기;

(b5)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고객 캐시;

(b6)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전송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저장하는 업자 캐시를 가지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
버를 포함하는 공조 시스템.

청구항 10.

고객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 및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브라우저의 공조(collaboration)를 지원
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가진 시스템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된 HTTP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시
하는 프로그램 코드;

(b)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HTTP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
는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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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HTTP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HTTP 메시
지의 컨텐츠를 편집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

(d)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고객측 브라우저로 편집되지 않은 HTTP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
그램 코드;

(e)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업자측 브라우저로 상기 편집된 HTTP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
램 코드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

청구항 11.

제 10항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은, 상기 업자측 정보 단말기 상에 로딩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 서식 제출 금지" , " 서식 변경 금지" , " 특정 서식의 은닉" 또는 " 특정 필드의 은닉" 중 하나인 기록 매
체.

청구항 14.

컨텐트 서버에 접속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함께 로딩되는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는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를 갖는 
시스템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a)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정보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를 수신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

(b)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메시지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프로
그램 코드;

(c) 상기 메시지가 상기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지시(instruction)들을 
제공하기 위한 명령을 삽입하기 위하여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메시지를 편집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
드;

(d) 상기 정보 단말기 지원 서버가 상기 정보 단말기로 상기 편집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
함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

청구항 15.

제 14항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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