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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를 위한 프록시 서버내의 크리덴셜캐싱 장치 및 방법

요약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의 세트를 위한 크리덴셜 캐싱을 조종하는 크리덴셜 캐싱 프록시 서버가 개시된다. 
크리덴셜 캐싱 프록시 서버는 크리덴셜을 필요로 하는 보호영역 내에서 자원을 엑세스하기를 희망하는 무
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대부분의 크리덴셜 교섭을 조정한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프록시 서버는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보호 서버로 크리덴셜이 처음으로 전송될 때 무선 클라이언트 크리덴
셜을  차단하고  캐시한다.  캐시된  크리덴셜은  동일  영역  내에서  모든  요구가  자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영역내의 자원을 엑세스하기 위한 제 1 크리덴셜을 처음으로 전송한 뒤에는 무선 사용
자 에이전트에 의해 동일 영역에 속하는 임의의 다른 자원을 연속적인 모든 요구를 위한 크리덴셜을 부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프록시 서버는 특별한 자원을 위한 크리덴셜을 요구하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에 특수한 요구를 전송한다. 특수한 요구는 비록 "덤"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가 인증
과 허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인터넷 자원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덤 단말기"과 같은 
미리 형성된 간단한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개략 구성도,

도 2는 크리덴셜 캐시가 제공될 때의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인터넷 프록시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

도 3은 무선 클라이언트가 보호영역내의 인터넷 정보 서버에 엑세스하는 방법과 프록시 서버가 인터넷 정
보 서버에 엑세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캐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2: 공중망      104: 지상망

106: 이동장치,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112: 서버 컴퓨터

114: 프록시 서버 장치      176, 177: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202, 204, 205, 206, 207:웹 서버장치      208: 웹 클라이언트

214: 크리덴셜 캐시       217: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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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보호자원(protected 
resources)을 엑세스할 때 무선 클라이언트(client) 장치에 의해 이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s)내
의 크리덴션(credential) 캐싱(caching)장치 및 방법을 나타낸다.

글로벌 인터넷상에 상업용 교섭(transaction)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통신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를 인증(authenticate)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섭내의 각각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임
을 주장하는 상기 교섭의 상대방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버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시
스템의 인증방법은 크리덴셜(credential)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요구한다. 크리덴셜은 서버와 
같은 보호자원에 엑세스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정보이다.

전형적인 크리덴셜에는 사용자 ID(사용자 식별번호)와 암호 쌍(passward pair)이 있다. 다른 보통의 크리
덴셜은  기준(base)-64로  암호화된  사용자  ID와  암호  쌍과  같은  사용자  ID와  암호  쌍에서  유래된 
형태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환경내의 기준(base)-64로 암호화된 사용자 ID와 암호 쌍 크리덴셜은 원하
는 서버에 엑세스하는 것을 허가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월드 와이드 웹 서버(WWW 
sever)에 의해 널리 사용된다. 각각의 WWW 서버는 공지된 HTTP 프로토콜[RFC2068]과 통신하고, HTML 문서
와 같은 자원(resource)의 다양화를 제공한다. 각각의 자원은 URI(Universal Resource Identifier) 또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s)[RFC2068]에 의해 식별된다.

인정되지 않은 엑세스로부터 인터넷 자원의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은 "영역(realms)"으로 그
룹화 된다. 각각의 영역은 보호공간(protected space)을 정의하는 인터넷 자원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특별한 영역 내에서 임의의 자원에 엑세스하기를 원할 경우, 사용자는 영역 내에서 자원에 엑세
스하도록 하가된 엔티티(entity)와 같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크리덴셜을 제공하여야 한다.

HTTP  프로토콜은  사용자  에이전트(agent)가  인터넷  서버에  크리덴셜을  제시하는  기준  인증(basic 
authentication)으로 알려진 표준방법으로 정의된다. 기준 인증은 IETF's RFC 2068내에서 정의된다. 기준 
인증 시스템내의 웹 클라이언트 또는 웹 브라우저로 알려진 사용자 에이전트는 초기 요구(request) 내에
서 임의의 크리덴셜을 제공하지 않고 URL에 의해 식별된 보호자원을 처음으로 엑세스한다. 상기 인터넷 
서버는 엑세스를 거절하고, 보호영역(protected realm)을 엑세스하기 위해 크리덴셜을 요구하는 HTTP 헤
더(header) "WWW-인증(authenticate):"와 함께 상태 코드(status code) 401을 반송한다. "WWW-인증:" 헤
더를 가진 상기 응답은 엑세스하기 위해 시도하는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내의 상기 영역을 식별하는 텍스
트 스트링(text string)을 함유하는 챌린지 응답(challenge response)을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웹 클라이언트 또는 웹 브라우저)는 상기 크리덴셜 정보(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
하기 위해 사용자를 프롬프트(prompt)  할  수  있다.  크리덴셜 정보가 수신된 후에,  사용자 에이전트는 
HTTP 헤더 "인증(authenti- cation):" 필드(field)내의 요구된 크리덴셜 정보와 함께 거절된 요구를 다시 
제시한다. 상기 크리덴셜이 영역 내에서 자원을 엑세스하기 위해 허가되는 엔티티와 같이 사용자를 인증
하면, 인터넷 서버는 영역 내에서 보호자원에 엑세스를 승인한다.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웹 클라이언트 
또는 웹 브라우저)는 상기 크리덴셜을 캐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개입의 요구없이 
동일 영역 내에서 임의의 다른 자원에 연속적인 임의의 요구로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부가(attach)한다.

무선 환경내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박형(thin) 클라이언트 또는 마이크로 브라우저)는 무선 통신 능력
을 가진 셀룰러 폰(cellular phone) 또는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PDA)와 같은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내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한정된 프로세싱 파워와 한정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
다. 또한, 통신 대역폭의 범위는 좁고, 통신 대역폭의 비용은 비싸다. 상기 기준 인증 시스템은 각각의 
요구를 연속하여 통과시키는 크리덴셜을 요구하는 RFC 2068내에서 한정되므로 상기 기준 인증 시스템은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가 한정된 프로세싱 파워와 한정된 메모리를 가지고, 무선 하부조직
(Infrastructure)은 한정된 데이터 통신 대역폭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선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보호자원이 크리덴셜을 요구하는 제 2 네트워크상의 보호자원을 엑세스하기를 원하는 무선 클
라이언트 장치의 세트를 위한 크리덴셜 캐싱을 조종하는 크리덴셜 캐싱 프록시(proxy) 서버를 개시한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인터넷상의 보호 서버로 
크리덴셜이 처음으로 전송될 때 무선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을 차단하고 캐시한다. 상기 크리덴셜을 차단하
기 위해 프록시 서버는 상기 조사된 크리덴셜 헤더는 HTTP "허가:" 헤더와 동일 하는 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메시지의 헤더에 상기 크리덴셜을 위치한다. 일단 특별한 영역을 위한 크리덴셜이 발견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단기 또는 장기)에 상기 크리덴셜을 캐시한다. 상기 캐시된 크
리덴셜은 동일 영역 내에서 모든 요구가 자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영역내의 상기 자원을 엑
세스하기 위한 제 1 크리덴셜을 처음으로 전송한 뒤에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해 상기 동일 영
역에 속하는 임의의 다른 자원을 연속적인 모든 요구를 위한 상기 크리덴셜을 부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가 크리덴셜(가능하면, 예정된 거절요구)을 필요로 할 때, 상기 
프록시 서버는 특별한 자원을 위한 크리덴셜을 요구하는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에 특수한 요구를 전
송한다. 상기 특수한 요구는 비록 "덤(dumb)"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가 인증과 허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인터넷 자원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덤 단말기(dumb terminal)"과 같은 미리 형성된 
간단한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교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가장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좁은 대역폭과 고비용
의 무선 통신 하부조직상으로 전송해야 하는 비트 및 바이트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크리덴셜은 보호영역
으로 모든 요구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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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크리덴셜의 세이빙(savin
g)을 실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
기 위한 예비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같은 보호영역에 속하는 보호자원에 
반복하여 엑세스하기 위해 입력된 상기 크리덴셜로부터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
한다.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들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 개시된 실시예의 결과에 따른 본 발
명의 실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후술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다수의 구체적인 세부설명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
기 위하여 개시된다.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하더라도 본 발명은 상기 구체적인 세부설명 없이 실
행될 수 있다. 다른 예에 의하면, 공지된 방법, 절차, 구성요소 및 회로는 본 발명의 사상을 필요없이 불
명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후술하는 본 발명의 상기 상세한 설명은 주로 절차, 단계, 로직 블록도 및 네트워크에 연결된 데이터 프
로세싱 장치와 유사한 다른 상징적인 표시에 관하여 나타낸다. 상기 프로세스 설명과 표현은 본 기술분야
의 다른 당업자에게 그들의 동작의 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 또는 전
문가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이다. 후술하는 세부설명으로 설명되는 장치와 함께 본 발명의 방법은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의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 유도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 또는 프로세스는 물리적인 
양의 물리적인 조작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기 양은 저장, 전송, 결합, 비교, 디
스플레이 기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전자적인 컴퓨팅 장치로 조작할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일반 용법의 이유를 위해서, 비트, 가치, 구성요소, 기호, 작동, 메시지, 용어, 
번호 따위와 같은 신호들을 참조하기 위해 때때로 편리하게 증명된다. 전체의 유사한 항목들은 적당한 물
리적인 양에 관련되고, 단지 상기 양에 적용되는 편리한 레벨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후술하는 설명으로 
분명해지는 것과는 달리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으면, 상기 컴퓨팅 장치의 레지스터 내의 물리적인 양과 같
이 표현되는 데이터를 조작, 변환하고 상기 컴퓨팅 장치 또는 다른 전자적인 장치 내의 물리적인 양과 같
이 유사하게 표현되는 다른 데이터로 기억시키는 컴퓨팅 장치의 활동과 프로세스를 참조하는 "프로세싱" 
또는 "컴퓨팅" 또는 "검증(verifying)" 또는 "디스플레이" 따위와 같은 용어(terms)을 사용하는 검토 및 
본 발명을 통하여 평가된다.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도면들을 참조하면, 여러 도면 전체에서 동일 부품들은 동일 참조부호로 지칭된다. 도 1은 본 발명이 실
행될 수 있는 개략 구성도를 설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100)는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로 지칭되는 공
중망(102)과 일반적으로 지상통신선 네트워크인 지상망(104)을 포함하고, 데이터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
을 위한 통신 매체와 함께 동작한다. 각 공중망은 캐리어에 의해 제어되고 작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중망(102)을  통한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와 같은 자신의 
통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AT＆T와 GTE와 같이 공중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공중망(102)은 때때로 캐리어 
네트워크로 참조된다. 상기 공중망(102)은 무선 네트워크의 다른 타입을 더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기 
공중망(102)은 어떤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GSM 무선 네트워크와 다른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
한 CDPD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참조부호 106은 캐리어 하부조직을 나타내는 안테나(108)를 가지고 공중망(102)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장치, 셀룰러 폰, 무선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 또는 무선 가능 리모트 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양방향 
대화식 통신 장치의 하나이다. 상기 캐리어 하부조직 또는 안테나(108)는 도면에 도시된 하나의 이동장치
(106)와 같은 다수의 양방향 대화식 통신 장치와 동시에 서브(serve)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마찬가
지로, 대표적인 각기 하나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만, 인터넷(104)에 접속된 것은 복수의 데스크 탑 개인
용 컴퓨터(PC)(110)와 다수의 정보 서버 컴퓨터(112)(웹 서버와 같은)이다. 도면에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110)은 델 컴퓨터(dell computer) 회사에서 제조된  개인용 컴퓨터에 근거를 둔 인텔 프로세서로 
할 수 있다.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SUN 마이크로시스템 회사에서 제조된 워크스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서버(112)내에 저장된 정보를 엑세스하기 위해 HTTP를 이용하는 인터넷(104)을 통해 통신하기 
위하여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와 같은 HTML 웹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다. 정보 서
버에도 어울리도록 엑세스 가능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알
려져 있다. 

상기 공중망(102)과 상기 인터넷(104)사이에는 프록시 서버 장치(114)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 캐리
어  하부조직(108)을  포함하는  링크  하부조직이  있다.  프록시  서버  또는  무선  데이터  서버  또는 관문
(gateway) 서버로 참조되는 상기 프록시 서버 장치(114)는 워크 스테이션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 할 수 있
고, 맵핑 또는 번역 기능을 실행한다. 예를 들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하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다
른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맵핑할 수 있다. 상기 프록시 서버(114)를 이용하는 이동장치(106)는 상기 무선 
캐리어 하부조직(108)을 통해 상기 인터넷상의 상기 개인용 컴퓨터(110) 또는 임의의 상기 컴퓨터 서버
(112)와 통신할 수 있다. 상기 프록시 서버(114)는 인터넷(104)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장치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다수의 다른 응용을 관리한다.

상기  무선  캐리어  하부조직(108)은  지원되는  무선  네트워크의  각  타입을  위해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과 운용 센터(operation center)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은 상기 이동장치
를 가지는 무선 또는 원격통신 링크를 제어한다. 상기 운용과 유지보수 센터는 상기 이동장치와 다른 고
정 사용자 또는 이동 네트워크 사용자 사이의 통화 교환을 실행하는 이동 교환국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운용과  유지보수  센터는  인증과  같은  이동  서비스를  관리하고,  무선  네트워크의  올바른  운용과 셋업
(setup)을 감독한다. 무선 네트워크의 각 타입을 위한 베이스 스테이션과 운용과 유지보수 센터내의 각각
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프로세스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었고, 본 발명의 사상을 필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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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상기  인터넷(104)상의  WWW의  상기  통신  프로토콜은  공지된  HTTP  또는  HTTP의  안전한  버전인  HTTPS가 
있다. HTTP는 TCP(Transport Control Protocol) 과 IP   (Internet Protocol) 위에서 실행된다. HTTP는 
상기 컴퓨터(110,112,122)에 존재하는 상기 프록시 서버와 상기 HTML 웹 서버 사이에서 HTML과 HDML과 같
은 형태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중망(102)을 경유하는 이동 컴퓨팅 장치(106)와 프록시 서버(114) 사이의 상기 통신 프로토콜은 무선 
네트워크에  명세된(Specific)  프로토콜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상기  프로토콜의  예는  WSP(Wireless 
Session Protocol)과 HDTP(Handheld Device Transport Protocol)를 포함할 수 있다. 가급적으로 UDP(User 
Datagram Protocol)에서 실행되는 WSP 또는 HDTP는 프록시 서버(114)에 이동장치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접속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이동장치(106)의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HDML(Handheld  Devicd  Markup  Language),  압축 HTML(compact  HyperText  Markup  Language)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를 지원할 수 있다. 정규 HTML과 유사한 cHTML, 
WML 또는 HDML는 상기 이동장치(106)의 소형 스크린 상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명세하는 카드
내의 명세된 명령 또는 명령문을 포함하는 표시문자에 근거를 둔 문서 언어이다. 일실시예에 의해 본 발
명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WML과 HDML는 뒤에서 살펴본다. WML과 HDML를 지원하고 WSP와 HDTP로 동
작하는 상기 브라우저는 CA  94063  레드우드 시티 체사피 드라이브 800에  위치한 언와이어드 프래니트
(Unwired Planet)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다수의 카드는 상기 이동장치(106)와 상기 프록시 서버(114) 사이에서 변화되는 HDML 정보의 
최소  단위인  덱(Deck)으로  그룹화된다.  "HDTP  명세(Specification)"라고  명명된  상기  HDTP의  명세와 
"HDML 2.0 언어 정의(Language Reference)"라고 명명된 HDML의 명세는 그 전체로써 참조되어 본 발명에 
포함 및 인용된다. 또한, WSP와 WML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wapforum.org/에서 상기 무선 응
용 프로토콜 포럼(forum)으로 찾을 수 있다.

WSP와 HDTP는 HTTP와 유사한 세션 레벨(Session-Level) 프로토콜이지만, WSP와 HDTP는 낮은 비용이 들도
록 설계되므로 HDTP는 좁은 대역폭의 무선 환경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상기 WSP
와 HDTP 프로토콜은 교환될 때 요구되는 패킷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고, 정보가 교환되기 전에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와 무선 서버 사이의 접속을 결정한다. 또한, WSP와 HDTP는 셀룰러 폰과 개인용 디
지털 보조기를 포함하는 이동 컴퓨팅 장치와 같은 박형 클라이언트 장치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 최적화 된
다. 전형적으로, 이동 컴퓨팅 장치는 데스크 탑 개인용 컴퓨터보다 현저히 적은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아주 작은 패킷 수로 교환하는 것은 지상 통신선 장치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매우 한정된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가진 이동장치를 위한 원하는 특징의 하나이다.

(무선 컴퓨팅 장치)

상술한 상기 시스템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 컴퓨팅 장치(106)의 특징중의 일부는 다시 인용된
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컴퓨팅 장치(106)는 이동 폰이다. 이동 폰(106)은 상기 이동 폰과 상호 작
용하게 통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디스플레이 스크린(116)과 키보드 패드(118)를 포함한다. 이동
장치(106)내의 마이크로컨트롤러, ROM 및 RAM을 함유하는 상기 디지털 하드웨어 구성요소는 본 기술분야
의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다. 상기 번역 및 링크된 프로세스는 이동장치(106)로 하여금 프록시 서버(114)
와 통신하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모듈과 같이 전형적으로 ROM에 저장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116)과 키보
드 패드(118)를 가지는 이동장치의 사용자는 공중망(102)을 통하여 프록시 서버(114)와 상호 작용하게 통
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련의 키 패드(118)를 사용하는 기결정된 키가 활성화되면, 상기 마이크로컨
트롤러는 전형적으로, 상기 ROM내의 클라이언트 모듈을 이용하는 프록시 서버(114)에 통신 세션 요구를 
개시한다. 상기 통신 세션이 확립되면, 이동장치(106)는 전형적으로 프록시 서버(114)로부터 단일 HDML 
또는 WSP 덱(Deck)을 수신하고, 캐시될 때 상기 RAM에 상기 덱을 저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HDML 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포함한다. 각각의 카드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생성
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기 정보를 함유한다. 카드 덱(Card Deck)내의 상기 다수의 카드는 공중망 네트워크
(102)와 이동장치(106)내의 상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택된다.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인터넷 프록시)

도 2를 참조하면, 도 2는 다중 무선 장치를 위한 인터넷 프록시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한다. 웹 서
버 장치(202, 204, 205, 206, 207)는 인터넷(104)을 통하여 다른 컴퓨팅 장치에 엑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웹 서버 장치(202, 204, 205, 206, 207)내의 상기 정보를 엑세스하는 제 1 무선 이동장치
(106)와 제 2 무선 이동장치(107)는 제 1 무선 네트워크(102)를 통하여 인터넷 프록시 서버장치(114)를 
경유하여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다.

상기 실제 인터넷 통신과 번역은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서(217)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
로세서(217)는 상기 인터넷(104)에 연결된 다른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제  2  무선 네트워크(172)를  통하여 인터넷 프록시 서버장치(114)를  경유하여 웹 서버 장치
(202, 204, 205, 206, 207)내의 상기 정보를 엑세스하는 제 3 무선 이동장치(176)와 제 4 무선 이동장치
(177)를 더 설명한다. 상기 제 2 무선 네트워크(172)는 상기 제 1 무선 네트워크보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서(217)는 다른 무선 하부조직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몇몇 무선 클
라이언트에 엑세스하는 인터넷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설명의 불명료함을 가능한 피
하기 위해 웹 서버 장치(202, 204, 205, 206, 207)와 프록시 서버 장치(114)와 같은 각각의 서버 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장비의 일부를 참조한다. 상기 서버 장치내
의 상기 부분요소와 구성요소를 통하여 본 발명에 의해 설계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 상기 워킹 메모리
로 로드(load)되는 상기 표현된 시스템의 번역 및 링크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서버 모듈과는 달리 워킹 
메모리, 버스와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다른 구성요소들은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프
록시 서버의 실시예를 가능하게 하는 상기 설계, 구조 및 작동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설명은 그 전체로써 
참조되어 본 발명에 포함되는 1998. 4. 30에 출원된 알렌 로스만에 의한 "대화식 양방향 데이터 통신 네
트워크를 위한 설계 및 방법"으로 명명된 미국 출원 No. 08/978.701과 스티븐 보일 등에 의한 "협대역 및 

13-4

1019990041523



광대역 데이터 전송의 집적 시스템 및 방법"으로 명명된 미국 출원 No. 09/071.235에 일반적으로 설명된
다.

(인터넷 HTTP 기준 인증)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글로벌 인터넷에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서비스들은 상기 특별한 서비스를 
엑세스하기 위해 인정된 엔티티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상기 투자가가 중계 
하우스 서버(house's sever)로 중계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를 엑세스하기를 원할 때 상기 중계 어
카운트에 엑세스를 승인하기 전에 상기 투자가를 인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상기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는 사용자 ID(사용자이름)와 암호를 포함하는 크리덴셜의 세트에 들어가기 위해 상기 사용자를 요구할 것
이다. 상기 웹 브라우저는 상기 중계 하우스 서버와 통신할 때 상기 크리덴셜을 제시할 것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인증의  표준  방법은  RFC(Request  For  Comments)  문서  2068의  상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내에서 사용하는 상기 HTTP 명세의 버전 1.1을 설명하는 상기 기준 인증 시스템
을 이용하는 것이다. RFC 2068내에서 정의되는 보호서버는 WWW-인증: 기준 영역="WallyWorld"와 같은 특
별한 영역을 위한 상기 인증을 요구하는 헤더와 일치하는 응답의 전송에 의해 그 자신을 인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요구할 것이다. 상기 클라이언트는 베이스 64 암호로 암호화된 적절한 허가 크리덴셜을 가
지는 헤더를 내포하는 요구와 일치하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사용
자 ID "Aladdin"와 암호 "open sesame"를 전송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허가 헤더 필드를 이용할 것
이다.

Authorization: Basic QWxhZGRpbjpvcGVuIHNlc2FuZQ== 

상기 보호서버가 상기 인증 크리덴셜을 승인하면, 상기 보호서버는 상기 요구를 처리할 것이다. 상기 동
일 보호영역 내에서 서버에 모든 일련의 요구를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는 허가의 결핍으로 상기 요구가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기 동일 허가 헤더 필드를 포함하기 위해 추천된다. 

상기 일련의 요구를 위한 상기 크리덴셜의 강요된 입력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에
이전트(상기 웹 클라이언트 또는 웹 브라우저)는 상기 영역의 이름과 함께 상기 크리덴셜을 캐시할 수 있
다. 따라서, 동일 영역 내에서 서버에 모든 일련의 요구를 위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중재를 
요구함이 없이 상기 허가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배속한다.

(무선 장치를 위한 캐시된 인증)

상기 섹션의 설명에 의하면, 상기 글로벌 인터넷상에 사용되는 다수의 서비스는 보호 서비스에 엑세스하
기 전에 사용자 자신을 인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RFC 2068내에서 정의된 상기 기준 인증 시스템을 가
진 인증 크리덴셜은 보호영역 내에서 자원으로 전체 요구와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상기 통신 오버헤드
(overhead)를 최소한도로 유지하여야 하는 무선 통신 환경에서, 본 발명은 발송된 대부분의 인증 요구와 
허가 응답의 제거를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와 자원 사
이의 통신을 조종하는 본 발명에서의 상기 프록시 서버는 캐시 크리덴셜에 이용된다.

크리덴셜이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보호 인터넷 서버로 처음 전송될 때 상기 프록시 서버는 무
선 클라이언트의 크리덴셜을 차단 및 캐시한다. 상기 크리덴셜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요구내의 HTTP "허가:" 헤더와 일치하는 상기 HDTP 또는 WSP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조사한다. 일단 특별한 영역을 위한 상기 크리덴셜이 발견되면,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단기 또는 장기)내에서 캐시된다. 특별한 영역내의 상기 자원을 엑세스하기 위한 상기 크
리덴셜이 처음으로 전송된 후,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동일 영역에 속하는 임의의 다른 자원
을 위하여 상기 모든 일련의 요구를 위한 상기 크리덴셜을 배속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기 프록시 
서버는 직접 진행하는 특별한 요구를 이용한 상기 URL에 의해 캐시된 것으로부터 상기 크리덴셜을 검색한
다. 상기 URL이 크리덴셜을 가지는 상기 프록시 서버를 위한 잘 알려진 보호영역에 속한다면, 상기 프록
시  서버는  상기  요구에  영역을  위한  상기  크리덴셜을  배속하고  상기  요구는  상기  인터넷  서버로 
진행된다.

  본 발명의 교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본 발명은 좁은 대역폭과 고비용의 무선 통신 하부조
직상으로 전송해야 하는 비트 및 바이트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크리덴셜은 보호영역으로 모든 요구를 전
송할 필요가 없다. 둘째, 본 발명은 각각의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크리덴셜의 세이빙(saving)을 위하거나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셋째,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가 크리덴셜 캐싱 메커
니즘이 필요하지 않으면, 상기 무선 통신과 교차하여 전송하는 메시지의 수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캐싱 메커니즘 또는 작은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내의 캐시의 크기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면, 본 발명은 상기 동일 보호영역에 속하는 보호자원에 반복하여 엑세스하기 위해 입력된 
상기 크리덴셜로부터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행 요약]

도 2에 복귀하여 참조하면, 크리덴셜 캐싱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인터넷 자원으로 전송되는 전체 요구를 위한 크리덴셜 캐시(214)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는 각각의 요구내의 허가 크
리덴셜을 찾기 위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새로운 크리덴셜이 발견되면,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
(217)는 크리덴셜 캐시(214)로 요구의 헤더에 내포된 상기 새로운 크리덴셜을 저장한다.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가 크리덴셜을 가진 허가 헤더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가 엑
세스되는 상기 인터넷 자원을 위한 미리 캐시된 크리덴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 프록
시 프로세스(217)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214)를 검사한다.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가 엑세스되는 상
기 인터넷 자원을 위한 크리덴셜의 위치가 정해지면,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HTTP "허가:" 헤더를 통하여 
상기 요구에 배속되고, 상기 원하는 인터넷 자원에 진행된다.

예를 들면,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106)가 보호영역(230) 안에서 웹 서버(206)와 통신하기 원할 경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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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장치(106)는 크리덴셜을 제공해야 한다. 상기 크리덴셜은 초기 요구(상기 무선 장치(106)은 상기 크
리덴셜에 의해 캐시된다) 사이에 공급되거나 상기 크리덴셜은 공지된 HTTP 401 상태어를 이용하여 거절된 
엑세스를 명세하는 웹 서버(206)로부터의 메시지에 응하여 공급된다.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
가 상기 무선 장치(106)로부터 요구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찾아낼 때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는 
크리덴셜 캐시(214)로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한다. 웹 서버(206)에 모든 일련의 엑세스를 지니는 상기 무
선 장치(106)는 크리덴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214)로부터 상기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삽입할 것이다. 또한, 상기 무선 장치(106)가 웹 
서버(205) 또는 웹 서버(207)을 엑세스하면, 상기 무선 장치(106)는 크리덴셜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
하지 않다. 크리덴셜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웹 서버(205)와 웹 서버(207)는 웹 서버(206)와 같이 상기 동
일 보호영역 내에서 존재하고, 그 결과 상기 인터넷 프록시 프로세스(217)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214)로
부터 상기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삽입할 것이다.

[캐시된 크리덴셜 교섭의 예]      

본 발명의 교습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형적인 캐시된 크리덴셜 교섭은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상기 
인터넷 프록시 서버  및 보호 인터넷 서버 사이의 예시적인 교섭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캐싱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상기 프록시 서버로 정리된 크리덴셜의 캐싱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는 상기 프록시 서버내의 상기 크리덴셜 캐싱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기 프록
시 서버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크리덴셜을 캐시하는 것에 관계없이 상기 크리덴셜 캐싱을 
가능하게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도 3의 상단에 참조하면, 인증된 교섭을 포함하는 세 가지 유닛 즉,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 인터넷 
프록시 서버(302) 및 보호 인터넷 서버(303)가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세 가지 유닛의 아래에는 각각의 
유닛을 위한 단계의 시리즈와 상기 유닛 사이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설명된다.

프록시 서버는 특별한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크리덴셜 캐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 무선 사용
자 에이전트는 단계(305)에 진술된 바와 같이 크리덴셜의 프록시 캐싱을 위한 요구를 내포하는 요구를 형
성한다. 도 3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무선 에이전트 는 WSP 세션 생성 메시지(306)내의 헤더 "x-up-ba- 
enable:"를 함유하는 그러한 요구를 형성한다.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상기 프록시 캐싱에 응답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단계(307)에서 특별한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크리덴셜 캐싱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크리덴셜을 저장하기 위한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의 어카운트와 관
련된  공백  캐시  레코드를  생성한다.  그  뒤,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세션  생성  요구(session 
creation request)에 상기 응답 메시지(308)로 캐싱을 가능하게 하는 상기 동일 "x-up-ba-enable:" 헤더
를 가지는 상기 세션 생성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이 교섭이 행해지면,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301)와 상기 크리덴셜의 캐싱에 일치된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가 
캐싱을 실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기 프록시 서버에 의해 실행된다. 

크리덴셜의 프록시 캐싱이 가능하게 된 후에,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모든 일련의 요구를 검사하고, 상
기 요구가 HTTP로 진행되는 WSP 또는 HDTP로부터 원하는 인터넷 정보 서버로 번역되기 전에 캐시된 크리
덴셜을 상기 요구에 배속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각각의 요구의 상기 검사는 상기 알려진 보호영역의 하나
에 속하는 상기 요구의 목적지(destination) URL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기 캐시내의 알려진 보호영역을 
검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캐시된 영역에 속하는 상기 요구된 URL이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HTTP 헤더 "허가:"를 이용하는 영역에 관련된 상기 크리덴셜을 배속시키고, 상기 원하는 서버에 상기 요
구를 진행시킨다.

특별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URL 요구가 상기 캐시내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터넷 호스트 이름과 상기 원하는 자원의 경로을 획득하기 위한 상기 요구의 
URL를 파스(Parse)한다. 그 뒤,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매칭 엔트리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시도되는 호스트 이름과 경로 쌍을 이용한다. 상기 호스트 이름은 캐시 "hit"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리되는 캐시 엔트리내의 상기 호스트 이름을 정확하게 부합시킨다. 상기 경로 비교는 루트(root) 
경로 비교를 이용하여 실행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캐시된 엔트리내의 상기 경로가 상기 URL내의 상기 
경로의 루트 경로이면, 상기 경로 비교는 오직 경로 부합(Path Match)이다. 예를 들면, "/alpha/beta" 경
로를 함유하는 캐시 엔트리는 "/alpha/beta"가 "/alpha/beta/gamma"의 상기 루트 경로이기 때문에 본 발
명의 목적을 위한 "/alpha/beta/gamma" 경로를 가진 요구를 부합시킨다.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엔트리
가 상기 호스트 이름과 경로를 부합시키면, 상기 요구된 자원은 상기 매칭 호스트 이름과 경로 쌍을 가진 
상기 캐시 엔트리와 관련된 상기 보호영역에 속하는 상기 URL에 의해 명세된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각각
의 엔트리는 TCP 포트 번호를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포트 번호는 매칭 엔트리를 
식별하기 위해 정확하게 부합된다.

영역이 상기 크리덴셜 캐시 내에서 발견되는 상기 목적지 URL를 내포하지 않으면, 상기 프록시 서버(30
2)는 근원(Origin) 서버에 상기 URL 요구를 진행시킨다. 이 예는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내의 상
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상기 프록시 서버(302)에 인터넷 정보 서버(303)를 향하는 요구(311)를 
전송하는 단계(310)에서 설명된다. 그 후,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요구를 검사하고, 본 예의 이 
시점에서는 상기 프록시 서버의 크리덴셜 캐시내의 알려진 보호영역이 없기 때문에 URL이 임의의 알려진 
보호영역 밖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단계(315)에서 상기 요구
를 번역하고, 상기 목적지 URL, 인터넷 정보 서버(303)에 상기 번역된 요구(317)를 전한다.

도 3의 예에 의하면,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는 보호영역(397) 내에 있다. 상기 번역된 요구(317)가 
보호영역(399)내의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에 도달되면,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는 단계(320)에
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상기 요구가 거절되면,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는 
엑세스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되는 엑세스를 표시하는 공지된 HTTP 상태코드 401을 내포하는 응답 
메시지(321)를 전송한다. 상기 응답 메시지는 또한, 허가 크리덴셜을 제공하기 위해 수령자(Recipient)를 
신청하는 상기 HTTP "WWW-인증" 헤더를 내포하는 인증 챌린지(Challenge)를 내포한다. 도 3의 예에 의하
면, 상기 HTTP "WWW-인증" 헤더는 이용되는 상기 기준 인증 시스템을 명세한다. 상기 HTTP "WWW-인증"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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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또한, 엑세스되는 상기 영역의 이름을 명세한다. 도 3의 예에 의하면, 상기 이름 "Valley"는 상기 
챌린지 인증 헤더로 전해지는 상기 보호영역에 지정된다.

상기 프록시 서버(302)가 인터넷 정보 서버(303)와 같은 인터넷 서버로부터 인증 챌린지 메시지를 수신하
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챌린지 메시지내의 명세된 상기 영역을 이용하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
를 처음 찾고 검사할 수 있다. 영역을 위한 매칭 캐시 엔트리가 발견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영역과 관련된 상기 크리덴셜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크리덴셜 캐시로부터 검색된 상기 크리덴셜을 운송
하는 세팅된 상기 "허가:" 헤더에 의해 상기 HTTP 요구를 다시 제시한다. 상기 HTTP 요구가 성공될 때, 
새로운 캐시 엔트리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 내에서 생성된다. 상기 크리덴셜을 위한 상기 새로운 캐시 엔
트리는 상기 프로토(proto) 엔트리와 같이 상기 캐시 내에서 처음 생성된다. 상기 HTTP 요구가 성공적으
로 입증된 후에, 상기 프로토 캐시 엔트리는 유효화 되고, 그 상태는 프로토에서 유효화로 진척시킨다. 
프로토 캐시 엔트리는 상기 캐시 엔트리가 상기 동일 영역내의 상기 자원을 엑세스하는 다른 요구를 이용
하기 전에 단지 그 이상의 유효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캐시 엔트리는 상기 호스트 이름, 
상기 영역 이름, 상기 크리덴셜, 상기 경로 및 상기 포트를 함유할 수 있다. 상기 복사된 캐시 엔트리는 
그것이 발견될 때, 이동된다. 그러나, 크리덴셜이 상기 캐시 내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상기 프록시 서버
(302)는 단계(325)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인증 챌린지 응답을 번역한다.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에 상기 챌린지를 운송하는 상응 WSP 또는 HDTP "인증:" 헤더와 함께 WSP를 통
해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 번역된 인증 챌린지 메시지(327)를 진행시킨다. 상기 WSP 또는 HDTP 응
답(327)은 엑세스된("Valley") 상기 영역의 이름을 내포하는 상기 인증 챌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
해야 한다.

상기 인증 챌린지를 가진 상기 응답(327)이 수신된 후에,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엑세스하기 
위해 상기 영역의 이름을 이용하는 크리덴셜의 로컬(local) 캐시를 검사한다. 상기 로컬 클라이언트 캐시
가 상기 명세된 영역을 위한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상기 WSP 헤더
 "허가:"로 운송되는 상기 크리덴셜 캐시로부터 상기 인증 정보와 함께 요구(333)를 다시 제시한다.

상기 로컬 클라이언트 캐시가 상기 명세된 영역을 위한 크리덴셜 정보를 내포하지 않거나 상기 사용자 에
이전트가 크리덴셜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크리덴셜이 상기 명세된 URL을 
엑세스하도록 상기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원하는 자원(인터넷 정보 서버(303))을 위
한 상기 크리덴셜을 제공한 후에,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것과 같
이 상기 크리덴셜 정보와 함께 상기 요구(333)를 다시 제시한다.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가 상기 
요구(333)를 다시 제시할 때, 그것은 상기 프록시 서버(302)를 통해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로 상기 
요구내의 상기 크리덴셜 정보를 운송하는 상기 WSP "허가:" 헤더를 내포한다. 상기 다시 제시된 요구는 
상기 영역의 이름(이 예에서의 "Valley")을 더 내포한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301)는 상기 다시 제시된 WSP 또는 HDTP 요구(333)내의   "x- up-ba-realm:"으로 상기 영역을 명세한다.

상기 프록시 서버(302)가 상기 "허가:" 헤더 내에 제시되는 상기 크리덴셜을 수신할 때, 상기 프록시 서
버(302)는 단계(330)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프로토 크리덴셜 캐시를 생성한다. 
상기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는 상기 실제 크리덴셜(보통, 사용자 ID와 암호 쌍), 상기 영역의 이름, 상기 
URL로부터의 상기 호스트 서버의 이름, 상기 URL로부터의 상기 경로 이름 및 엑세스되는 상기 포트를 포
함한다. 최소한도로, 각각의 캐시 엔트리는 상기 크리덴셜과 상기 보호영역의 이름을 함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가 상기 사용자 ID "Aladdin"과 상기 암호 "sesame"를 가진 
상기 인터넷 URL  "https://www.uplanet.com:8200/alpha/beta"을 이용하여 상기 "Valley"  영역내의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를 엑세스하면, 상기 크리덴셜 캐시는 상기 크리덴셜 "Aladdin/sesame"(상기 사용
자  ID와  암호  쌍),  상기  영역  이름  "Valley",  상기  호스트  이름  "www.uplanet.com:",  상기  경로 
"/alpha/beta" 및 상기 TCP 포트 "8200"을 가진 프로토 캐시 엔트리를 저장한다. 최소한도로, 상기 크리
덴셜 엔트리는 상기 크리덴셜 "Aladdin/sesame"와 상기 영역 이름 "Valley"을 함유하여야 한다. 상기 영
역 이름("Valley")은 상기 다시 제시된 WSP 또는 HDTP 요구(333)내의 "x- up-ba-realm:"로 획득된다는 것
을 주목하라. 상기 새롭게 생성된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는 프로토와 같이 특징지어지므로 상기 사용자(또
는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상응 HTTP 요구가 성공될 때 유효화(validate) 되는 크리덴셜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토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가 생성된 후에,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HTTP "허가:" 헤더를 가진 
HTTP 요구(337)로 상기 다시 제시된 WSP 또는 HDTP 요구(333)를 번역한다. HTTP "허가:" 헤더를 가진 상
기 번역된 HTTP 요구(337)는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로 전송된다. 상기 영역을 위한 교정 크리덴셜들
이 상기 다시 제시된 WSP 또는 HDTP 요구(333)로 제공된다고 생각되면,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는 단
계(340)에서 상기 요구를 처리한다. 상기 인터넷 정보 서버(303)는 정규 HTTP 응답(341)에 대답한다.

상기 허가의 성공을 표시하는 상기 정규 응답에 답하여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단계(350)에서 상기 최
근 생성된 프로토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를 유효화 한다. 상기 유효화 단계는 상기 동일 영역내의 상기 자
원을 엑세스하는 모든 다른 요구를 재생할 수 있도록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유효화 된 캐시 엔트
리로 상기 프로토 캐시 엔트리를 진척시킨다.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응답을 번역하고,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로 상기 번역된 HDTP 또는 WSP 응답(352)을 전한다.

상기 최근 유효화 된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를 함유하는 상기 모든 유효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들은 상기 
프록시 서버가 미래의 요구에서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새로운 요구를 수신할 때 검사된
다.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301)로부터의 미결정 요구는 상기 캐시로 배치된 상기 동일 보호영역 
내에서 자원을 명세할 수 있다.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301)로부터의 새로운 요구가 상기 동일 
영역에 속하는 어드레스를 지정하여 전송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전에 
요구로 상기 캐시된 크리덴셜을 자동적으로 삽입시킨다. 상기 프록시 서버가 캐시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는 상기 프록시 서버로 상기 새로운 요구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전송할 수 없다.

캐시 엔트리가 유효화 되기 전에,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상기 최근 생성된 캐시 엔트리가 가장 최근의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의 복사(duplicate)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상기 새로운 크리덴셜 캐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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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가 가장 최근의 엔트리의 복사이면, 상기 최후의 캐시 엔트리는 이동된다. 상기 최근 생성된 크리덴
셜 캐시 엔트리의 경로가 상기 캐시의 존재 엔트리와 상기 캐시 엔트리 매치내의 모든 상기 다른 필드내
의 경로를 위한 루트 경로인 경로를 함유하고 있으면, 상기 최근 생성된 크리덴셜 캐시 엔트리는 복사라
고 간주된다. 이를테면, 새로운 캐시 엔트리(name/passward,  §REALM§, www.uplanet.com,  /alpha, 820
0)는 (name/passward, §REALM§, www.uplanet.com, /alpha/beta, 8200)를 포함하는 존재 캐시 엔트리의 
엔트리를 복사하므로 상기 요구 URL은 "/alpha/beta"의 루트 경로인 "/alpha"을 함유한다. 이 예에 의하
면, name/passward는 상기 사용자 ID/암호이고, §REALM§는 상기 영역이다.

[상세한 실행]

상기 크리덴셜 캐시로 배치된 각각의 크리덴셜은 불명확하게 상기 캐시 내에 잔존하지 않는다. 상기 크리
덴셜은 상기 캐시 만료 규칙을 이용하여 소멸된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WSP 세션이 끝날 때,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는 모든 캐시 엔트리를 무효로 시키거나 삭제한다. 전형적인 만료 시간은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프록시 서버가 이러한 수단을 선택하면, 만료를 위
한 단기와 고정 시간 주기(예를 들면, 매 30분)을 이용하여 오히려 상기 WSP 세션 사이클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각각의 캐시 엔트리는 자신의 만료 시간이 주어진다. 상기 만료 시간은 알
려진 보호영역 내에서 만료 시간 전에 자원이 엑세스되면 연장시킬 수 있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록시 서버(302)는 특수한 크리덴셜 요구 HDML 또는 WML 덱 또는 기형성된 디
스플레이 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다. HDML 또는 WML 덱이 이용되면, 상기 메시지는 "uplink:"와 유사한 것
과 같은 특수한 프록시 URI의 형태의 상기 복귀 어드레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특수한 크리덴셜 덱 
또는 페이지는 크리덴셜을 입력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상기 프록시 서버(302)로 특수한 요
구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감독한다.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301)로부터의 상기 특
수한 요구는 상기 크리덴셜, 상기 영역, 상기 호스트, 상기 경로 및 상기 포트 번호(필요할 경우)를 함유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크리덴셜 캐싱 시스템은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기준 인
증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도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브라우저는 인증/허가 특징을 실행
할 수 없다. 또한, "덤 터미널" 타입 클라이언트 장치는 스크린 상에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상기 기
형성된 페이지와 반환되는 상기 요구 정보와 같은 마크업 언어 해석기를 실행할 수 없다.

상기 크리덴셜 시스템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별한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사용자가 
상기 크리덴셜 캐싱 시스템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상기 사용자는 상기 프록시 서버 크리덴셜 캐싱
을 오프 해야 한다. 그러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관리자는 상기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사용자의 희
망을 우선시키기 위한 파워를 가진다. 명확하게, 상기 프록시 서버 관리자는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
가 상기 크리덴셜을 캐시하는 것에 관계없이 크리덴셜 캐싱을 강요하기 위한 옵션을 가진다. 이 옵션은 
최소화된 상기 데이터 교통량과 같은 피크 데이터 교통량 주기 사이에서 이용될 수 있다.

상술한 것은 프록시 서버 환경내의 캐싱 크리덴셜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사상을 벗
어남이 없이 본 발명의 구성요소의 재료 및 배열은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전문가에 의해 변화 및 변형시
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를 위한 프록시 서버내의 크리덴셜 캐싱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좁은 대역폭과 고비용의 무선 통신 하부조직상으로 전송해야 하는 비트 및 바이
트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크리덴셜은 보호영역으로 모든 요구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각각의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기 무선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크리덴셜의 세이빙을 실행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가질 필요가 없고, 상기 무선 클라이언
트 장치는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기 위한 예비 메모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록시 서버를 가지는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방법에 있어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장치의 세트에 제 1 데이터 네트워크상의 
서비스 세트를 프록싱하는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에 의해 엑세스 가능한 크리덴셜 캐시를 생성하는 단계;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상기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 전송된 크리덴셜을 
차단하는 단계; 및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제 1 크리덴셜 엔트리로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단계는 프로토 크리덴셜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자원에게 전해지고, 상기 자원이 상기 크리덴셜을 승인
하면 상기 프로토 크리덴셜 엔트리가 유효화 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크리덴셜과 영역 이름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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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호스트 이름, 포트 번호 및 원하는 자원을 위한 경로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프록시 서버가 캐시 크리덴셜이면 명세할 수 있는 방
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오직 한 차례 각각의 크리덴셜에 전송하도록 상기 프록시 서
버가 크리덴셜 캐싱을 실행하는 것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게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자원에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한 상기 저장된 크리덴셜
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엔트리는 규정된 만료 규칙의 세트에 따라 소멸되는 방
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자원에 대한 엑세스가 거절된 후에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
해 전송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크리덴셜이 적용되는 보호영역을 명세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보호영역 내에서 상기 자원에 대한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하여 상기 저장된 크리덴셜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방법.

청구항 12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캐시 엔트리 내의 상기 호스트 이름 및 상기 경로와 대조하
여 미래의 요구에서 원하는 호스트와 원하는 경로를 비교하는 방법.

청구항 13 

프록시 서버를 가지는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방법에 있어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장치의 세트에 제 1 데이터 네트워크상의 
서비스의 세트를 프록싱하는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에 의해 엑세스 가능한 크리덴셜 캐시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자원을 위해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크리덴
셜을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크리덴셜 캐시 내의 제 1 크리덴셜 엔트리의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크리덴셜과 영역 이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호스트 이름과 원하는 자원을 위한 경로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자원에 대한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해 상기 저장된 크
리덴셜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엔트리는 규정된 만료 규칙의 세트에 따라 소멸하는 방
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자원에 대한 엑세스가 거절된 후에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
해 전송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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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크리덴셜이 적용되는 보호영역을 명세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보호영역 내에서 상기 자원에 대한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해 상기 저장된 크리덴셜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캐시 엔트리 내의 상기 호스트 이름 및 상기 경로와 대조하
여 미래의 요구에서 원하는 호스트와 원하는 경로를 비교하는 방법.

청구항 22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장치에 있어서,

제 1 통신 네트워크;

상기 제 1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세트;

원하는 서비스의 세트를 제공하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상기 제 1 통신 네트워크상의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세트에 상기 제 2 통신 네트워크상의 상기 원하는 
서비스의 세트를 프록싱하여 엑세스하는 프록시 시스템;

상기 프록시 서버에 의해 엑세스 가능한 크리덴셜 캐시;

상기 제 1 통신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상기 제 2 통신 네트워크내의 자원으로 전송되는 크
리덴셜을 차단하고,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제 1 크리덴셜 엔트리의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상기 프
록시 서버내의 크리덴셜 캐싱 모듈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단계는 프로토 크리덴셜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자원에게 전해지고, 상기 자원이 상기 크리덴셜을 승인
하면 상기 프로토 크리덴셜 엔트리가 유효화 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크리덴셜과 영역 이름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크리덴셜 엔트리는 호스트 이름, 포트 번호 및 원하는 자원을 위한 경로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프록시 서버가 캐시 크리덴셜이면 명세할 수 있는 장
치.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오직 한 차례 각각의 크리덴셜을 전송하도록 상기 프록시 서
버가 크리덴셜 캐싱을 실행하는 것을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게 통지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자원에 대한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해 상기 저장된 크
리덴셜을 이용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 캐시내의 상기 엔트리는 규정된 만료 규칙의 세트를 이용하여 소멸되
는 장치.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자원에 엑세스가 거절된 후에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전
송되는 장치.

청구항 31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상기 크리덴셜이 적용되는 보호영역을 명세하는 것을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보호영역 내에서 상기 자원에 대한 모든 연속적인 엑세스를 
위해 상기 저장된 크리덴셜을 이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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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캐시 엔트리 내의 상기 호스트 이름 및 상기 경로와 대조하
여 미래의 요구에서 원하는 호스트와 원하는 경로 요구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덴셜 정보의 
캐싱 장치.

도면

    도면1

13-11

1019990041523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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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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