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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보 전달 아키텍처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하나 이상의 포맷으로 이벤트 기반 피드 또는 시간 기반 피드로서 수신될 수 있는 콘텐츠에 기초하여 경보 메시지를 제공

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개시되어 있다. 이 아키텍처는 상기 콘텐츠를 미리 정해진 데이터 구조로 정규화하고, 선택된 특징

들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여 다량의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 모듈(103)을 포함한다. 매칭 엔

진(110)은 사용자 쿼리들을 이용하여, 상기 이벤트 기반 콘텐츠를 선택된 콘텐츠와 관련된 경보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것

에 관심을 표시한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과 관련시킨다. 이 매칭 엔진은 또한 대응하는 경보 메시지들을 발생시킨다. 폴러

(120)는 사용자들을 대신해서 소정의 주기로 콘텐츠를 페치하고 대응하는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전달 인터페이스

(130)는 어느 경보 메시지들이 즉시 송신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느 경보 메시지들이 나중의 전달을 위해 스케줄되어야 할

지를 판정한다. 이 아키텍처는 범위성(scalability) 및 백업을 위하여 미러링된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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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경보 전달 아키텍처, 이벤트 기반 피드, 시간 기반 피드, 쿼리

명세서

[관련 출원들에의 상호 참조]

본 특허 출원은 2003년 6월 13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478,401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에 35 U.S.C 119(e)의

규정에 따라 상기 최초 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바이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메시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경보의 전달을 가능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부 서비스들이 주식 시세(stock quotes)와 같은 전문화된 콘텐츠(specialized content)에 대한 경보를 사용자들에게 제

공해왔다. 이들 경보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단일 주제(single topic)에 대한 콘텐츠

를 제공한다. 다수의 주제에 대한 경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서비스들에 등록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범적인 경보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도 2는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된 아키텍처에 대응하는 기능 엘리먼트들 간의 관계 및 데이터 흐름을 예시하는 기능 블록도

이다.

도 3은 수집된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모범적인 논리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스케줄된 경보(scheduled alerts)를 생성하기 위해 폴링된 콘텐츠(polled content)를 관리하기 위한 폴러 아키텍

처(poller architecture)를 예시한다.

도 5는 시간 기반 경보를 준비하기 위한 논리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1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모범적인 논리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범적인 서버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하에서, 본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하고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한 모범적인 실시예들을 예시적으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 발명은 여러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시

된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들 실시예들은 이 개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하도록, 그

리고 숙련된 당업자들에게 발명의 범위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제공되어 있다. 여럿 가운데서도 특히, 본 발명은 방법들 또

는 장치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적으로 하드웨어 실시예, 또는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실시예 또는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특징들을 결합한 실시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제한적인 의미로 받

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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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접속"(connected)이라는 용어는, 하등의 중간 매개 장치들 또는 컴포넌트들이 없이, 접속되어 있

는 것들 간의 직접 접속을 의미한다. "결합"(coupled)이라는 용어는, 접속되어 있는 것들 간의 직접 접속, 또는 하나 이상의

수동 또는 능동 중간 매개 장치들 또는 컴포넌트들을 통한 간접 접속을 의미한다. 관사 "a", "an" 및 "the"의 의미는 복수의

참조들을 포함한다. 전치사 "in"의 의미는 "in" 및 "on"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사용자가 관심사(interest)를 등록시킬 수 있게 하고 후속하여 그 등록된 관심사에 관하여 새로운 정

보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사용자에게 통지(경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콘텐츠 유형들은 주식(stock feeds), 뉴스 기사, 개인 광고(personal

advertisements), 쇼핑 목록 가격, 이미지, 검색 결과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보는 각종

의 전달 방법들 중의 임의의 방법 또는 모든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전달 방법들은 인스턴트 메시징

(IM), 이메일, 숏 메시지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음성 메시지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자는 소정의 등록된 관심사들에 대한 경보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에 의해 제공되도록 선택하고 다른

등록된 관심사들에 대한 다른 경보들은 단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제공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경보들은 비

교적 즉시의 통지(relatively immediate notification)를 제공하는 푸시 방법(push method)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에, 본 발명은 저장된 연락 정보(contact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모든 선택된 전달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경보를 전달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경보들은 다른 등록된 관심사들에 관한 사용자들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경보로서 응답

하는 풀 방법(pull method)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요구들은 또한 주기적인 경보를 제공하도록 미리 정해진 횟수로 스케

줄될 수 있다.

네트워크 상의 어떤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환(NAT) 장치 배후로부터 본 발명과 통신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풀 방법은 사용

자의 풀 요구에 의해 설정된 접속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보를 송신한다. 풀 경보가 얼마나 자주 제공되는가는 사용자가

본 발명의 풀 요구를 행하는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푸시 방법은 NAT를 통하여 본 발명과 통신하지 않는 다른 사

용자들을 위해, 긴급한 경보들보다 적게 제공하도록 선택된 시간 간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

경보의 히스토리(history of alerts)가 사용자에 대한 웹 페이지 상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등록된 관

심사들에 대한 경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쿼리들(queries)이 결합되어 비교적 다수의 사용자들까지 본 발명의 범위 확장

(scaling)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범위성(scalability)을 더 가능케 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사들에 대한 새로운 콘텐트 정보

에 쿼리들의 부울(boolean) 사전 처리 및 사전 인덱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새로운 콘텐츠 정보는 예컨대 확장

성 마크업 언어 피드(XML feed)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프로파일들이 또

한 제공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등록된 관심사들에 대한 부울 쿼리, 전달 방법, 시간 스케줄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범적인 경보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이 경보 아키텍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또는

서버, 클라이언트 장치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컴퓨팅 장치들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컴퓨팅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 저장 장치, 및/또는 다른 종래의 컴퓨팅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경보 처

리 시스템(100a)은 소스 콘텐츠(101), 파트너 경보(102), 풀 콘텐츠(pull content)(122), 및/또는 클라이언트 장치들에 경

보로서 분배하기 위한 다른 콘텐츠 정보를 액세스한다. 소스 콘텐츠(101)는 개인 광고, 쇼핑 가격, 뉴스 기사 등과 같은 각

종의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파트너 경보(102)는 주제별 서비스로부터 경보로서 이미 제공될 수 있는 주식 시세, 경매

입찰 등과 같은 콘텐츠를 더 포함한다. 소스 콘텐츠(101) 및/또는 파트너 경보(102)는 푸시(push)된 및/또는 풀(pull)된 콘

텐츠일 수 있다. 환언하여, 소스 콘텐츠(101) 및/또는 파트너 경보(102)는 이벤트 기반의 콘텐츠 피드(event based feeds

of content) 및/또는 스케줄된 시간 기반의 콘텐츠 피드(scheduled time based feeds of content)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피드 수집 서버들(feed collection servers)(103)은 도 2 및 3과 관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콘텐츠를 수신하

고 입력 처리를 수행한다. 즉시 처리되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 수집 서버들(103)은 그 콘텐츠를 저장 서버들(104)에 송신

한다.

하나 이상의 매칭 서버들(110)은 선택된 콘텐츠에 관한 경보들을 수신하는 것에 관심을 표시한 사용자들과 콘텐츠를 관련

시킨다. 일반적으로, 매칭 서버들(110)은 콘텐츠 소스가 사용자 요구와 이미 관련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를 푸시 입력할 때

이용된다. 하나 이상의 유형의 경보들을 수신하는 것에의 관심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15)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

파일들에 표시된다. 사용자 프로파일들은 사용자 ID(user identifiers), 원하는 경보 유형, 원하는 전달 방법, 및 다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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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폴러(120)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콘텐츠에 대한 요구들을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폴러(120)는 콘텐츠 소스들

로부터의 콘텐츠에의 액세스를 개시한다. 폴러(120)는 수집 서버들(103)에 콘텐츠를 푸시하지 않는 콘텐츠 소스들로부터

의 어떤 독립적인 풀 콘텐츠(122)를 액세스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전달 서버들(130)이 매칭 서버들(110) 및 폴러(120)와 통신하고 있다. 전달 서버들(130)은 폴러(120)로부터

의 풀 콘텐츠(122), 매칭 서버들(110)로부터의 푸시된 콘텐츠,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15)로부터의 사용자 정보를 액세

스한다. 전달 서버들(130)은 즉시(immediate) 및 사전 스케줄된(pre-scheduled) 전달을 위해 경보들의 분배를 우선 순위

화(prioritize)하고 관리한다. 사전 스케줄된 경보들은 하나 이상의 저장 서버 세트들(132a-132n) 상에 저장된다. 경보들

이 준비되고 전달될 때, 사용자 모니터(140)는 패턴들 및/또는 다른 통찰력을 얻기 위해 경보들의 흐름을 관찰(watch)한

다. 모니터(140)는 또한 웹 사이트 탐색, 온라인 구매 등과 같은 사용자 행동들에 관한 정보를 추적 및/또는 액세스할 수 있

다. 추적된 행동들은 또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15) 내의 사용자 프로파일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관심사들을 표시한

다. 로거(logger)(142)는 개개의 사용자들, 경보 유형들, 및 다른 파라미터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한다. 디버거(144)는

경보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trouble shoot)하기 위해 이용된다. 경보가 전달되어야 할 때, 그것은 사용자의 선호 방

법(들)에 의한 전달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적당한 서버들에 발송(route)된다. 예를 들면, 이메일 경보들은 벌크 서버들(152)

을 경유해 전달될 수 있다. 무선 모바일 장치들에의 경보들은 무선 서버들(154)을 경유하여 전달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시

징 경보들은 인스턴트 메시징 서버들(156)을 경유해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경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160)를 통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에 식별된 클라이언트 장치에 통신된다. 사용자는 그 경보가 퍼스널 컴퓨터(PC)(162), 모바일 단말기

(164), 핸드헬드 컴퓨터(166), 및/또는 등등의 것 중 하나 이상의 것에 전달됨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미러링된 경보 처리 시스템들(100b)과 통신하기 위해 미러 인터페이스(158)가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소개된 데이터 및 처리 동작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동일한 및/또는 상이한 위치들에서 병렬 처리를 위해 재현(reproduce)

될 수 있다. 미러 인터페이스(158)는 중앙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및/또는 위에서 논의된 각각의 서버들 내에 분산될

수 있어, 각각의 서버 유형이 미러링된 서버 유형들과 통신할 수 있다. 각각의 미러링된 경보 처리 시스템에서, 각각의 서

버 유형의 동작들은 국부적으로 고유한 팩터들(locally unique factors)에 대해 개별화(customize)될 수 있다.

도 2는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된 아키텍처에 대응하는 기능 엘리먼트들 간의 관계 및 데이터 흐름을 예시하는 기능 블록도

이다. 푸시된 또는 풀된 소스 콘텐츠(170)는 예를 들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로서, XML 문서로서,

텍스트 파일로서, 이메일 메시지로서, 인스턴트 메시지로서 등등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형태로 수신된다. 필요에 따라,

수집 처리 모듈(172)이 수신된 콘텐츠에 대해 하나 이상의 사전 처리 동작들을 수행하여 수신되는 콘텐츠의 다양한 형태

들을 정규화(normalize)한다. 정규화된 콘텐츠 문서들은 피드 저장소(feed storage)(104a)에서의 용이한 저장 및 검색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스, 타임-스탬프, 콘텐츠 유형, 및/또는 다른 특징들에 의해 인덱싱되고, 피드 저장소는 또한 저장 디렉

터리 경로에 기초하여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할당한다. URL은 나중의 검색을 위해 수집 처리 모듈(172)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집 처리에 대해서는 도 3과 관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된다.

관리 인터페이스(174)는 상태 획득, 검색, 콘텐츠 수동 입력 등과 같은 검토 및/또는 관리 기능들을 위해 수신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다. 관리 인터페이스(174)는 또한 시스템이 적절히 동작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추적되는

테스트 콘텐츠의 하트비트 피드(heartbeat feeds)를 셋업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만일 콘텐츠가 주식 가격 소스와 같은 이벤트 기반 피드로부터 푸시 입력되었다면, 그 콘텐츠는 매칭 엔진(110a)에 중계된

다. 이러한 중계 및/또는 시간 기반 피드와 같은 다른 통신들은 하나의 서버로부터 또 하나의 서버로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

을 가능케 하는 복제 피드(replicate feed)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대안으로, 중계 및/또는 다른 통신들은 모든 의도된

수신자(recipients)에 의해 수신될 때까지 데이터가 브로드캐스트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버스 피드를 통하여 수행

될 수 있다. 매칭 엔진은 수신된 콘텐츠에 관하여 경보가 송신되어야 하는 사용자들을 판정한다. 매칭 엔진은 사용자 데이

터베이스로부터의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115a)를 액세스하여, 소망을 표시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콘텐츠에 관한 경보

를 수신하기로 선택한 사용자와 그 콘텐츠를 관련시킨다. 특히, 사용자 프로파일은, 교통 사건, 주식 시세 등과 같은, 사용

자가 경보를 원하는 하나 이상의 콘텐츠 유형들을 표시한다. 사용자의 프로파일은 또한 AND, OR, NOT 등과 같은 하나 이

상의 논리 연산자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부울 쿼리들(Boolean queries)을 표시한다. 사용자 프로파일 내의 샘플 부울

쿼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STOCK AND (COMPANY AND PRICE > $100)

만일 착신되는 콘텐츠 유형이 주식 시세를 포함한다면, 매칭 엔진(110a)은 부울 쿼리를 적용하여 주식 시세 콘텐츠가 선택

된 회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가격이 $100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주식 시세가 매칭 콘텐츠를 포함

한다면, 매칭 엔진(110a)은 그 사용자를 그 매칭 콘텐츠에 관한 경보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목록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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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른 사용자들이 유사한 쿼리를 갖거나, 및/또는 착신되는 콘텐츠를 서로 다른 쿼리들과 매칭시킬 수 있다. 범위성

(scalability)을 위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칭 엔진(110a)은 쿼리들의 인덱스를 유지하고 각각의 쿼리를 동일하거

나 매우 유사한 쿼리 결과들을 원하는 사용자들에 관련시킨다. 쿼리들의 인덱스는 쿼리 동작들의 중복을 감소시킨다. 장래

에 착신되는 콘텐츠는 이들 사전 인덱싱된 쿼리들과 대조하여 분석(resolve)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치가 되는 임의의

쿼리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사용자 ID가 목록에 추가된다. 또한 이메일, 인스턴스 메시지, 셀 방식 휴대 전화 등과 같은 사

용자가 원하는 전달 방법이 사용자의 프로파일로부터 취해져서 목록에 포함된다. 유사하게, 원하는 전달 시간이 사용자 프

로파일 내에 특정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송신되는 경보들 및/또는 다른 메시지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

파일에 메시지 한도(message limit)가 제공될 수 있다. 쿼리들은 콘텐츠의 유형, 컴퓨팅 장치들의 현재 부하, 및/또는 다른

특성들에 기초하여 컴퓨팅 장치들 사이에 분배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해 모든 쿼리들이 수행되었을 때, 매칭 엔진(110a)

은 그 콘텐츠 및 목록을 전달 인터페이스(130a)에 중계할 준비를 한다.

중계 전에, 매칭 엔진(110a)은 또한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 콘텐츠의 유형, 송신될 경보의 유형(들) 등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순위(priority)는 때때로 서비스 품질(QOS) 레벨로 불린다. 예를 들면, 주식 가격 콘텐츠는 전

형적으로 매우 시간에 민감하므로, 매칭 엔진은 주식 가격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매칭시키는 것에 보다 높은 우선 순위

(예컨대, 높은 QOS 레벨)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매칭 엔진은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115a)를 이용하여 유급

서비스 플랜들(paid service plans) 및/또는 다른 특징들에 따라서 사용자들에 대한 발신 경보들을 우선 순위화할 수 있다.

스케줄된 시간 기반 피드를 이용한 풀된 콘텐츠에 대해, 폴러(120a)는 표시된 콘텐츠 유형에 대한 경보를 원하는 하나 이

상의 사용자들에 대한 콘텐츠를 요구한다. 폴러(120a)는 수집 처리 모듈(172)로부터 또는 수집 처리 모듈(172)에 콘텐츠

를 공급하도록 예정(pre-arrange)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외부 소스들로부터 직접 콘텐츠를 풀할 수 있다. 외부 콘텐츠는

정규화되고 다르게는, 요구된 콘텐츠가 폴러(120a)에 송신되기 전에 콘텐츠 소스에 의해 사전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위에

서 설명된 방식으로 사전 처리된다. 폴러 처리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4 및 5를 참조하여 후술된다.

어쨌든, 콘텐츠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때, 도 2에 도시된 전달 인터페이스(130a)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하나 이

상의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들은 셀 방식 휴대 전화 번호로 숏 메시지 서비스(SMS) 메시지

들로서 전달되는 경보를 원할 수 있다. 전달 인터페이스(130a)는 일반적으로 전달 방법에 대응하는 템플릿을 사용한다. 템

플릿을 콘텐츠 문서 또는 그 콘텐츠 문서에 대한 URL에 적용하여 최종 경보를 발생시킨다. 전달 인터페이스(130a)는 또한

각 사용자에 대한 경보 전달의 타이밍 및/또는 다른 QOS 특징들을 관리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보들은 즉시 전달되는 반

면, 다른 경보들은 나중의 전달을 위해 스케줄될 수 있다. 다른 예들로는 지리적 위치, 사업 파트너, 콘텐츠 소스, 및/또는

다른 파라미터들에 기초한 발송 배정(arranging for routing)을 포함한다. 전달 인터페이스(130a)는 또한 전달 불가능한

경보, 및/또는 다른 유지 보수(maintenance) 문제들을 관리한다. 전달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6과 관련하여

후술된다.

콘텐츠 데이터 수집 처리

콘텐츠 수집 처리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도 3은 수집된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모범적인 논리를 예시하

는 흐름도이다. 동작 180에서, 콘텐츠가 수신될 때, 소스가 인증된다. 인증 및/또는 다른 보안 조치들은 디지털 인증서, 디

지털 서명, 암호화, 가상 사설망 터널 등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소스는 또한 도메

인 보안 메커니즘으로 인증될 수 있으며, 이 도메인 보안 메커니즘은 주식회사 야후(Yahoo!, Inc.)가 제공한 것과 같은 도

메인 키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작 182에서, 수신된 콘텐츠는 XML 포맷과 같은 정규화 콘텐츠 포맷으로 변환된다. 표 1은 샘플 XML 데이터 구조를 예

시한 것으로, 수신된 콘텐츠는 후속 처리 및 최종적으로 경보로서 전달을 위해 XML 데이터 구조로 정규화된다.

[표 1]

(샘플 XML 데이터 구조)

 Contact  구문 분석 에러 및 데이터 불일치가 보고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Country  피드의 국가 코드

 Date  문서의 날짜

 ExpirationDate  콘텐츠의 만료 날짜

 Url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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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veUrl  경보 피드 아카이브에 대한 url

 FeedProvider
 피드 제공자의 명칭(로이터, AP). 피드 제공자들은 구성 파일(config file)로부터 검증될 필요가

있다.

 Type

 피드의 유형. 이 필드는 편집 페이지들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편집 페이지는 각 경보를 특정 유형

과 함께 저장한다. 각 경보 유형은 문자열로서, 예를 들면 재정/인용/실시간/개인 소식(personals)

이다.

 Title  문서의 제목

 Alert_Data
 이 태그의 자식들(children)은 이메일 포맷팅을 위해 필요한 임의의 추가 데이터 및 태그들을 포

함할 수 있다. 각각의 자식 태그는 키-값 쌍으로서 이메일 포맷팅 시스템에게 이용 가능할 것이다.

다음 코드는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교통 사건에 관한 샘플 정규화된 XML 콘텐츠 문서를 예시한다.

동작 184에서, 수집 처리 모듈은 콘텐츠를 검증 확인(validate)하여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를 검증한

다. 검증 확인(validation)은 또한 이전에 수신된 중복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 및/또는 제거하는 것, 및/또는 다른 데이

터 무결성 측면들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게다가, 검증 확인은 콘텐트가 인증된 소스로부터 정확히 수신된 것인

지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검증 확인은 암호화/복호화, 디지털 서명, 디지털 인증서, 암호(passwords), 대칭 키

쌍, 비대칭 키 쌍 등의 검증 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정규화된 XML 콘텐츠 문서는 추가 변경 없이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피드 변환 동작(185) 동안에 어떤 변경

들이 적용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콘텐츠 피드 변환(content feed transformation)은 검증 확인 문제들을 처리(address)

하기 위한 단순 문자열 치환(simple string substitutions) 또는 사소한 포맷팅 변환(formatting conversions)을 포함할

것이다. 그렇지만, 더욱 복잡한 논리 동작들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착신되는 주식 시세를 이전의 주식 시세와 비교

공개특허 10-2006-0031624

- 6 -



하여 주식 가격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 변화(predefined percentage change)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하

루의 개장 이후 소정 주식의 가격이 소정의 비율만큼 변화했을 때 경보를 요구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다. 수집 처

리 모듈은 주식 시세 데이터를 사용자들과 관련시키기 전에 현재의 비율 변화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 그 다수의 사용자들

에게 경보가 송신되어야 할지를 판정하는 데 처리 자원들이 사용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중복될 필요가 없다.

동작 186에서, 수집 처리 모듈은 또한 다수의 메트릭(metrics)에 기초하여 콘텐츠를 저장, 탐색, 검색, 추적, 및/또는 조직

하기 위해 콘텐츠를 인덱싱한다. 메트릭들 중 일부는 정규화된 콘텐츠 문서의 정규화된 데이터 구조에 고유한 것이지만,

이 메트릭들은 또한 상태 정보 및 보고를 위한 인덱스 문서에 저장될 수도 있다. 메트릭의 예로는 콘텐츠가 수신된 시간,

송신자의 ID, 콘텐츠가 송신된 국가, 콘텐츠의 유형, 콘텐츠가 폴 요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콘텐츠가 이전에 수신된 콘

텐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다량의 착신되는 콘텐츠에의 액세스를 편하게 하는 것 외에, 수집 처리 모듈은

메트릭들을 이용하여, 중복 콘텐츠를 삭제하고,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사소한 개정들(revisions)을 식별하는 것 등과 같은

하우스키핑(housekeeping) 및 최적화를 동작 188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뉴스 기사에서 철자법 에러가 정정되어

콘텐츠 소스로부터 재송신될 수 있다. 사용자는 단지 철자법 정정으로만 동일한 뉴스 기사의 2번의 경보를 원할 것 같지

않다. 만일 처음 뉴스 기사가 이미 송신되었다면, 차이 임계치가 초과되지 않는 한, 두 번째 버전은 삭제될 수 있다. 대안으

로, 만일 뉴스 기사가 경보로서 이미 송신되지 않았다면, 뉴스 기사의 처음 버전은 정정된 버전으로 대체되어 대기 행렬에

들(queue up) 수 있어 하나의 경보만이 스케줄된 시간에 사용자들에게 송신된다. 메트릭들의 인덱스 문서 및/또는 콘텐츠

문서는 일반적으로 피드 저장소에 저장된다. 각각의 저장된 인덱스 문서는 그 인덱스 정보에의 편한 액세스를 위해 인덱스

URL(index universal resource locator)에 의해 식별된다.

상기 동작들 전반에 걸쳐서, 수집 처리 모듈은 매칭 엔진을 돕기 위해 태그 및/또는 다른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위에서 설명된 동일 XML 문서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 모듈은 <AltersDocument> 태그의 각각의 즉시 CDATA 자식

(immediate CDATA child)에 선택 사양의 '매칭' 속성을 적용할 수 있다. 매칭 엔진은 '매칭' 태그를 찾아 문서를 스캔하고

쿼리 표현식(들)을 텍스트 엘리먼트에 적용하여 그 문서와 매칭하는 사용자 ID를 판정할 수 있다.

폴러 서브시스템

도 4는 스케줄된 경보(scheduled alerts)를 생성하기 위해 폴링된 콘텐츠(polled content)를 관리하기 위한 폴러 아키텍

처(poller architecture)를 예시한다. 거기에는 N개의 폴러 서버(180a 내지 180n)와, 주(primary) PMS(182) 및 일반적으

로 백업으로서 기능하는 부(secondary) PMS(184)를 포함하는 적어도 2개의 폴러 매니저 서버(PMS)가 있다. 각각의 폴

러 서버는, 논블로킹(non-blocking) I/O를 이용하여, 개인 광고, 일기 예보 등과 같은 경보 유형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원하는 콘텐츠 소스들(122a)로부터의 다수의 폴들을 핸들링하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실행한다. 원하는 콘텐츠는, 예컨대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집 처리 모듈로부터 폴러(120)에 통신되고 및/또는 독립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다. 각각의

폴러 서버는 96 버클리 DB 파일들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 내에 사용자 ID마다 동일한 경보 정보를 저장한다. 각각의

파일은 15분 - 24 x 4와 같은 시간 슬롯을 나타낸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15) 내의 사용자의 프로파일 내에 경보 요구

가 삽입되면, 제공자 코드, 경보 유형, 프리미엄 플래그, 및/또는 등등의 것에 기초하여 QOS 값이 계산된다. 스케줄된 경보

는 대응하는 기간에서의 분배를 위해 전달 서버(들)(130)에 통신된다.

도 5는 시간 기반 경보를 준비하기 위한 논리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동작 200에서, 폴러 서버는 미리 정해진 기간이 경

과한 후에 깨어나서 주 PMS에게 일깨움 신호(wakeup signal)를 송신한다. 만일 주 PMS가 다운되어 있으면, 일깨움 신호

는 부 PMS에 발송된다. 일깨움 신호는 폴러 서버가 하나 이상의 미리 정해진 경보 유형들에 대응하는 콘텐츠에 대해 폴링

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깨움 신호들은 PMS가 갑자기 일깨움 신호들로 초과 실행(overrun)되지 않

도록 조절(throttle)될 수 있다. PMS가 일깨움 신호를 수신하면, 동작 202에서 PMS는 PMS의 메모리 내의 폴러 서버 목록

에 현재 이용 가능한 폴러 서버를 추가한다. 동작 204에서, PMS는 경보 목록 페치 요구(fetch_alerts_list request)를 송

신하여 PMS의 목록 상의 제1 폴러 서버가 개인 광고, 교통 보고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콘텐츠 아이템들을 액세스하게 한

다. 동작 206에서, 폴러 서버는 페치 요구를 수신하고, 원하는 콘텐츠 아이템(들)을 액세스하고, 그 콘텐츠 아이템(들)을

PMS에 송신한다. 콘텐츠 아이템(들)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폴러 서버는 저장된 사용자 선호에 의해 정의된 쿼리 및/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통합된 쿼리(consolidated query)를 수행한다. 만일 쿼리로부터 아무런 결과도 찾지 못하면,

폴러 서버는 선택 사양으로(optionally) 쿼리를 넓혀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콘텐츠 아이템(들)은 15분 슬롯과 같은 현재

의 미리 정해진 기간에 대응한다. 폴러 서버는 콘텐츠 아이템(들)을 PMS에 반환하기 전에 그 콘텐츠 아이템(들)을 QOS 레

벨들에 따라서 우선 순위화할 수 있다.

동작 208에서 PMS는 다수의 폴러 서버들로부터의 반환된 콘텐츠 아이템들을 표들(tables) 내로 필터링한다. 표들은 경보

유형, 사용자 서비스 플랜 등의 QOS 레벨들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 아이템들은 우선 순위 레벨들에 대응하는 QOS

표 3, QOS 표 2, QOS 표 1 및 QOS 표 0으로 분류(sort)된다. 각각의 콘텐츠 아이템은 또한 그 콘텐츠 아이템이 표들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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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추가될 때 할당된 타임스탬프를 가질 것이다. 타임스탬프는 PMS가 콘텐츠 아이템이 경보로 처리되지 않고 표에 있었

던 시간의 길이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일반적으로, 임계 길이 시간을 초과하여 표에 머무르는 콘텐츠 아이템은, 부

하(load)에 대해 폴러 서버들이 충분히 없음을 나타낸다.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콘텐츠 아이템들에 대해 폴링하는 것 외에, 폴링 서버들은 전달될 대응하는 경보들을 준비하는 동작

들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작 210에서, 폴러 서버들은 작업을 요청하는 요구들을 PMS에게 송신한다. PMS는 일반적으로

표들로부터의 콘텐츠 아이템들을 QOS 레벨들의 순서에 기초하여 폴러 서버들에게 송신한다. 폴러 서버들은 기존의 쿼리

결과들을 현재의 콘텐츠 아이템(들)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논리 동작들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만일 현재의 콘텐츠 아이템

이 기존의 쿼리 결과와 다르다면, 폴러 서버는 기존의 쿼리 결과를 현재의 콘텐츠 아이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 스케줄된 경

보들은 장기간 동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콘텐츠는 대응하는 경보가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여러 번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일단 폴러 서버가 그것의 작업을 마치면, 폴러 서버는 콘텐츠 아이템이 처리되었고 경보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내

는 확인 응답(acknowledgement)을 PMS에게 송신한다. 폴러 서버는 또한 콘텐츠 아이템을 갖는 경보를 전달하라는 요구

를 전달 서버에게 송신하고, 폴러 서버는 더 많은 작업을 요청한다. 확인 응답을 수신함과 동시에, PMS는 동작 212에서 콘

텐츠 아이템을 그것의 대응하는 표로부터 제거하여, 대응하는 경보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판정 동작 214에서, PMS는 각 표로부터 모든 콘텐츠 아이템들이 제거되어, 각 QOS 레벨에 대한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었

음을 나타내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각 표가 비어 있다면, 처리는 바로 동작 200으로 복귀하여 또 다른 일깨움 신호를 기다

린다. 만일 각 표가 비어 있지 않다면, PMS는 모든 그것의 작업들을 완료할 수 없었고, PMS는 에러를 로깅할 수 있다. 임

의의 남아 있는 미처리 콘텐츠 아이템들은, 동작 216에서, 다음 기간 동안 얻어지는 임의의 새로운 콘텐츠 아이템들과 병

합된다.

전달 서브시스템(Delivery Subsystem)

도 6은 1인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모범적인 논리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위에서 간략히 논의된 바

와 같이, 전달 서버들 및 저장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송신 서버들과 인터페이스하여 각종의 방법으로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 서브시스템을 포함한다. 전달 서브시스템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구성들의 임의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유연성으로 인해,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들을 갖는 국제 사이트 상에서와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경보의 전개(deployment)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전달 서버가 새로 설치되거나 또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 및/또는 소정의 미리 정해진 주기로 오프라인 상태 후에 서

비스하기 위해 복귀한 경우와 같은, 초기화 동작 220에서, 전달 서버들은 또 다른 활성 상태의(live) 전달 서버로부터 및/

또는 관리 인터페이스와 같은 또 다른 소스로부터 업데이트된 템플릿들을 수신한다. 모든 전달 서버들은 전달 서버 세트

전체에 걸쳐서 자동으로 전파된 동일한 템플릿들의 세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동작 221에서, 전달 서버(들)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라는 하나 이상의 요구들을 매칭

엔진 및/또는 폴러로부터 수신한다. 요구들은 일반적으로 키들 및 각 키와 관련된 값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키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MS, 웹 서버,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 전달 등과 같은 전달 방법에 대응하는 전달 템플릿들 내의 위

치 보유자들(placeholders)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요구 내의 <fullname, John Smith>의 키-값 쌍은 선택된 전달 템플릿

내의 'fullname' 위치 보유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전달 템플릿들은 개인 홈 페이지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싱

(PHP), JAVATM 서버 페이지(JSP), HTML Force 2000(HF2K)과 같은 잘 알려진 템플릿 언어, 및/또는 사유 템플릿 언어

(proprietary template language)로 작성될 수 있다. 주식 시세, 뉴스, 항목별 광고(classifieds) 등과 같은 콘텐츠 유형은

전달 서버가 어느 전달 템플릿 세트를 사용할지를 판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콘텐츠 유형마다, HTML 페이지 서

버, 텍스트 파일 전송, 인스턴트 메신저, SMS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이용 가능한 전달 메커니즘들에 대해 전달 템플릿 세트

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달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처리될 특정 경보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대신에, 전달 서버

들은 단순히 콘텐츠 및 사용자 ID 목록을 포함하는 문서를 볼 뿐이다. 콘텐츠 문서 및 사용자 ID의 이러한 조합은 때때로

프로세스매치리스트(ProcessMatchList)로 불린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 ID 목록은 특정 콘텐츠 피드와 매칭

한 사용자 ID들을 포함한다. 콘텐츠 문서는 송신될 경보의 실제 콘텐츠를 나타내는 키-값 쌍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각 전

달 방법에 대한 키-값 쌍들의 세트가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은 이메일 전달을 위한 한 쌍, 무선 전달을 위한 한 쌍, IM을 위

한 한 쌍, 및 나중에 설명되는 웹 히스토리(web history)를 위한 한 쌍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표 1에서 식별된 키-값 쌍들 외에, ProcessMatchList는 또한 일반적으로 전달 목적으로 사용자의 프로파일로부터의 다음

의 정보를 포함한다.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사용자 ID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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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을 위한 국가 코드;

- 경보 콘텐츠 및/또는 전달 방법과 관련된 파트너 ID;

- 사용자 카테고리;

- QOS 레벨;

- 스케줄 대 즉시 전달 플래그;

- 프리미엄 서비스 패키지 정보;

- 예컨대 모바일 전달(mobile delivery)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패스 스루 빌링 정보(pass through billing information).

상기 정보는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제공자 등을 통한 전달 경로의 최종 레그(leg) 상에서의 임의의 빌링 활동

(billing activity)을 위해, 경보 콘텐츠를 포맷팅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템플릿을 결정하기 위한, 로깅/통계 목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ProcessMatchList를 수신함과 동시에, 전달 서버는, 동작 222에서, ProcessMatchList에서 식별된 전달 방법 및/또는 각

사용자와 관련된 QOS 레벨을 판정한다. 전달 서버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큐 양쪽 모두에서 QOS 레벨에 따라서 요구

들을 처리할 것이다. 매치 서버들로부터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해당 큐가 포함하는 사용자들의 우선 순위 레벨

에 따라서 적당한 인바운드 큐 내에 있게 된다. 전달 서버로부터 발생된 경보는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그 경보가 이메일, 무

선 SMS, IM, 및/또는 등등의 것을 통하여 송신될 것인가에 따라서 적당한 아웃바운드 큐 내에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또

는 대안적으로, 전달 서버들은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어 있으면 프리미엄 사용자들이 특별한 전달 옵션

들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저장 서버들은 마지막 알려진 이메일 주소, 무선 장치 번호, 및/또는 각 사용자에 관해 알려져 있

는 등등의 것을 저장한다. 전달 서버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전달 서버는 저장 서버로

부터 해당 정보를 검색한다. 전달 서버는 또한 경보마다, 무선 장치마다, 사용자마다, 및/또는 등등의 것마다 메시지 제한

을 시행할 수 있다. 전달 서버는 메시지 제한 정보를 저장/검색하기 위해 저장 서버와 인터페이스할 것이다.

동작 224에서, 전달 서버는 소정의 사용자들에 대한 및/또는 소정의 전달 방법들을 통한 경보의 전달에 대해 임의의 종류

의 차단(block) 또는 경로 변경(rerouting)이 행해져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야간 시간(evening

hours) 동안과 같이, 사용자가 어떠한 경보도 수신하고 싶지 않은 조용한 시간(quiet time)을 표시했을 수 있다. 유사하게,

사용자가 휴가 중이어서, 사용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경보도 전달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을 수 있다. 전달 서버는 또한

사용자가 주로 선호하는 방법 외에 임의의 수의 전달 방법들을 통하여 경보가 전송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판정 동작 226에서, 전달 서버는 어느 경보가 즉시 전달되어야 할지 및 어느 경보가 스케줄된 시간에 송신되어야 할지를

판정한다. 나중의 전달을 위해 스케줄되어 있는 경보들은 전달 저장 서버들 상에 저장될 것이다. 전달 저장 서버들을 구현

하는 적어도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옵션 A와 옵션 B로 불린다.

옵션 A:

스케줄된 경보들에 대해, 자원 관리자 서버(RMS)는, 동작 228에서, 어느 사용자의 경보들이 어느 저장 서버들에 저장되는

지를 판정한다. 한 사용자에 대한 경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임의의 전달 서버는 먼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그 사용

자의 대응하는 경보 설정들을 검색(lookup)하여 경보들이 저장될 저장 서버 ID(StorageID)의 위치를 알아낼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저장 서버 ID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달 서버는 RMS와 연락하여 저장 서버 ID를 얻는다. RMS는 등록된 저장 서

버들 각각의 현재의 부하/이용도(load/usage)에 따라서, 사용자의 경보들이 저장될 저장 서버가 어느 것인지를 판정할 것

이다. 서버 ID(serverID)가 전달 서버에 반환될 것이고, 전달 서버는 그 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경보 설정들 내에 저

장 서버 ID를 저장할 것이다. 장애극복(failover) 목적으로, 또는 RMS가 다운되어 있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RMS API는

그 RMS에의 임의의 후속 쿼리 시에,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최종 발행된 저장 서버 ID가 결과로서 전달되도록 할 것

이다.

일단 적당한 저장 서버가 식별되면, 전달 서버는, 동작 230에서, 사용자의 경보(들), 및 (선택 사양으로) 그들의 전달 옵션

들을 해당 저장 서버에 저장한다. 단순히 나중의 전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저장된 경보들은 보다 새로운 경보들과 비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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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장 최근의 콘텐츠를 보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비록 스케줄된 전달 시간 전에 어느 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그 업데이트들로부터 다수의 매치들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여러 번 업데이트된 뉴스 기사에 대해 단 하나의 경보

만을 수신해야 한다.

전달 서버들에서와 같이, 저장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경보 특정 정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저장 서버들은

고속 검색을 위해 공유 메모리(예컨대, shm)에 정보를 저장하고, 가능한 한 거의 디스크 저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모든

시도를 행할 것이다. 효율성을 위하여, 콘텐츠 피드 정보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통인 임의의 정보는 한 번 저장되

고 그 사용자들에게 인덱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공유 메모리 및 디스크 라이트 백(disk write back)의 조합을 통하

여 구현될 수 있는, 각 서버에 적어도 4개의 저장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 피드 저장소(Feed storage): 키-값 쌍들의 각 컬렉션은 콘텐츠 피드의 유형에 매칭되는 사용자들의 전체 세트에 대해

한 번 저장될 것이다.

- 사용자 저장소(User storage): 스케줄된 경보를 수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각 사용자에 대한 엔트리. 이 영역은 사용자

들이 경보를 삭제/편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레코드에의 고속 액세스를 위해 필요하다.

- 시간 저장소(Time storage): 스케줄된 경보를 수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각 사용자는 적당한 시간 슬롯 및 적당한 서비

스 큐 하에 저장된 레코드를 가질 것이다.

- 웹 저장소(Web Storage): 모든 전달된 경보는, 웹 프런트 엔드(web front end) 상에서의 이용을 위해, 그것을 생성한 피

드에의 포인터를 갖는 영구 레코드(permanent record)를 가질 것이다.

장애극복 및 스케줄된 경보들의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해, 서버들 중 임의의 것이 미러링될 수 있다. 각각의 서버는, 예컨대

모듈로 알고리즘(modulo algorithm)을 통하여, 경보들의 서브세트에 대해 작용할 수 있다. 스케줄된 경보를 전달하는 것

과 같은, 각 동작(action)마다, 서버는 그 동작을 하나 이상의 피어 미러들(peer mirrors)에게 복제할 수 있다. 스케줄된 전

달들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들 간에 하트비트 메커니즘(heartbeat mechanism)이 일반적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만일

서버가 다운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프로세스에 장애가 생기면, 미러 서버들 상의 남아 있는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그

작업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장애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처리 능력을 배가(예를 들면, 2배, 3배 등)하기

위해서도, 미러 서버들을 이용한다.

옵션 B:

전달 저장 서버의 대안 실시예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가 경보 매칭 결과들에 관련하여 피드 콘텐츠

를 저장한다. 개념적으로, 3가지 유형의 표가 피드 콘텐츠, 사용자 경보 매치들, 및 전달 스케줄 시간들을 관련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그 3가지 유형의 표는 피드 표(Feed table), 경보 매치 표(AlterMatches table), 시간 슬롯 표

(TimeSlot table)로 불린다. 피드 표는 저장 서버에 의해 수신되는 각 콘텐츠 피드를 포함한다. 각 콘텐츠 피드는 피드 Id

(FeedId)에 의해 고유하게 식별된다. 샘플 피드 표 데이터 구조가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표 2]

(샘플 피드 표 데이터 구조)

데이터 필드 데이터 유형

 피드 Id  텍스트

 피드 콘텐츠  텍스트

 만료날짜  타임스탬프

 생성시간  타임스탬프

경보 매치 표는 모든 경보에 대한 사용자 매치들을 저장한다. 사용자의 경보는 고유한 경보 Id(AlertId)에 의해 참조된다.

각 경보 Id마다 0 또는 그 이상의 피드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경보 Id에 대한 몇몇 매치들은 경보 매치 표 내의 다수의 행

에 의해 표현될 것이고, 각 행은 상이한 피드 Id를 갖는다. 각 투플(tupel) <경보 Id, 피드 Id>는 경보 매치 표 내에서 고유

하고 한 사용자의 경보를 대응하는 콘텐츠 피드에 결합시킨다. 샘플 경보 매치 표 데이터 구조가 표 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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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샘플 경보 매치 표 데이터 구조)

데이터 필드 데이터 유형

 경보 Id  텍스트

 피드 Id  텍스트

 생성시간  타임스탬프

시간 슬롯 표는 전달 시간 슬롯과 관련된 모든 사용자들의 경보 id들을 저장한다. 하루 동안의 각 15분 전달 시간 슬롯이

하나의 시간 슬롯 표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표 TimeSlot_9_45는 오전 9:45에 설정된 전달 선호(delivery preferences)

를 갖는 모든 경보 id들을 포함한다. 각 전달 슬롯의 시작에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시간 슬롯 표 내의 경보 id들을 처리하

기 시작한다. 이들 프로세스들을 조정(coordinate)하기 위해, 시간 슬롯 표 내의 'ClaimedBy' 필드는 각 프로세스가 또 다

른 프로세스가 특정 경보 id에 대해 이미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한다. 만일 ClaimedBy 필드가 비어 있으

면, 이 경보 id는 다음의 이용 가능한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샘플 시간 슬롯 표 데이터 구조가 표 4에 도시

되어 있다.

[표 4]

(샘플 시간 슬롯 표 데이터 구조)

데이터 필드 데이터 유형

 경보 Id  텍스트

 Qos 레벨  정수

 Dst  정수

 ClaimedBy  정수

경보들이 저장소 내에 있는 동안, 경보 저장 서버는 또한, 동작 232에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업데이트들을 얻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사용자가 경보를 삭제할 때마다 또는 사용자가 스케줄된 경보의 전달 시간을 변경하려

고 할 때마다 사용자 엔트리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매 1시간마다와 같이, 미리 정해진 전달 주기로, 저장 서버들은 그 주

기로 전달될 저장된 경보들을 액세스하여, 즉시 전달을 위해 그들 저장된 경보들을 표시(mark)한다. 그 후 저장 서버들은

동작 234에서 그들 표시된 경보들을 전달 서버들에 송신한다. 동작 236에서, 전달 서버들은 발신되는 경보들을 미리 선택

된 전달 방법에 따라서 포맷팅하기 위한 템플릿이 이전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템플릿을 적용한다. 그 후 전달 서버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SMS, 및/또는 어느 전달 방법(들)이든 각 경보와 관련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즉

시 전달 경보들(immediate delivery alerts)을 송신 서버들에 통신한다.

일단 전달 서버에 의해 경보가 송출되면, 동작 238에서, "addToHistory" 요구가 저장 서버들에 송신되어, 경보가 송출된

사실로 사용자의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addToHistory" 요구 역시 키-값 쌍들의 세트를 포함하고, 따라서 상이

한 경보 유형들이 상이한 정보 세트들을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전달 서버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addToHistory" 요구

를 송신하고 있는 해당 특정 경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저장될 필요가 있는 키-값 쌍들의 세트는 매칭 측에 의해 정의

된다. 전달 서버로의 모든 요구는 또한 그 특정 경보에 대해 저장될 필요가 있는 키 명칭들의 임의의 세트를 동반해야 한

다.

히스토리 정보는 또한 저장 서버들로부터 다른 서비스들로 브로드캐스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히스토리 결과들은, 미러

링된 저장 서버 세트로부터 직접, 또는 히스토리 결과들을 공급하는 별개의 저장 서버 세트로부터, 프런트 엔드 웹 페이지

들 및/또는 다른 웹 포털 페이지들에 공급될 수 있다. 공유 메모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결과들을 보유할

수 있고("addToHistory" 요구들이 전달 서버들로부터 들어올 때 라이브로 업데이트됨(updated live)), 그와 동시에 히스

토리 결과들은 영구 저장을 위해 디스크에 기입될 수 있다. 만일 사용자의 상위 N개 히스토리 결과들이 공유 메모리에 있

지 않다면, 그 히스토리 결과들은 사용자의 영구 저장 파일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결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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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값 쌍들로 반환될 것이고, 그 결과들을 수신 측에게 적당한 방식으로 포맷팅하는 것은 수신 측에 맡겨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뉴스 경보는 사용자가 수신한 마지막 3개의 뉴스 경보의 요약 및 URL과 함께 사용자에 송신되었을 수 있는 데

반해, 히스토리 페이지는 단지 URL을 제시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독립적인 포맷팅은 히스토리 파일들 내에 저장되어 있

는 것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경보 유형들이 추가될 수 있게 함으로써, 히스토리 보고를 위한 새로운 요건들을 가진 새로

운 경보 유형을 수용한다. 일반적으로, 키-값 접근법은 장래의 요구에 적합할 것이다.

파국적 고장(catastrophic failure), 손상 문제, 또는 심지어 서버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보가 손실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조치들이 이용된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 저장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버에 의해 미

러링되고, 따라서 서버는 그것의 미러(들)가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동안 다운될 수 있다. 공유 메모리 및 복제 파일들의 백

업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적어도 두 번의 공유 메모리의 백업이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24시간만큼의

착신되는 복제 볼륨 파일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공유 메모리의 복제를 가능케 하여 서버를 다시 온라인으로 복귀시킨다.

다른 복구 능력들은 전달 요구들의 완벽한 처리를 보증한다. 이를테면, 대응하는 콘텐츠 문서와 관련된 모든 사용자 ID들

이 처리되었을 때만 전달 서버는 경보를 "완료"(done)로 표시할 수 있다. 모니터 및/또는 다른 유틸리티들이 미송신된 경

보들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필요할 경우 경보 처리를 반복시킬 수 있다. 이 복구 능력은 또한 송신 서브들에 적용될 수 있

다.

복구를 보증하는 것 외에, 미러 세트들은 범위성(scalability)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매치 서버들로부터의 증가된 트래픽

을 핸들링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의의 개수의 추가적인 전달 서버들이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임의의 유지 보수 이유로

언제든지 임의의 전달 서버가 오프라인으로 될 수 있다. 남아 있는 활성 상태의 서버들(live servers)이 매치 서버들로부터

의 착신되는 트래픽을 핸들링할 것이다.

증가된 사용자 등록을 핸들링하기 위해, 임의의 개수의 저장 서버들이 수평적으로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보다 많은 전체

미러 세트들이 추가된다. 증가된 스케줄된 경보 활동을 핸들링하기 위해, 저장 서버들은 또한 수직적으로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보다 많은 미러 서버들이 세트마다 추가된다.

예시적 서버 환경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범적인 서버(300)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한다. 서버(300)는 매칭 서버, 피드 저장 서

버, 폴러, 전달 서버, 저장 서버, 송신 서버 등과 같은, 위에서 논의된 서버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들(client devices)은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서버(300)는 도시된 것들보다 더 많은 컴포넌트들을 포함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된 컴포넌트들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예시적 실시예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

서버(300)는 처리 장치(processing unit)(312), 비디오 디스플레이 어댑터(314), 대용량 메모리(mass memory)를 포함

하고, 이들 모두는 버스(322)를 통하여 서로 통신한다. 대용량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RAM(316), ROM(332), 및 광 드라이

브(326),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28), 테이프 드라이브, 및/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하나 이상의 영구 대용량

저장 장치들을 포함한다. 대용량 메모리는 서버(30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운영 체제(320)를 저장한다. 임의의 범용 운

영 체제가 이용될 수 있다. 서버(300)의 저레벨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318)이 또한 제공된다.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이, 서버(30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310)를 통하여, 인터넷, 또는 도 1의 네트워크(160)와

같은 어떤 다른 통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고,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310)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

토콜(TCP/IP)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310)는 때때

로 송수신기, 송수신 장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서버(300)는 또한 마우스, 키보드, 스캐

너, 또는 도 1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입력 장치들과 같은 외부 장치들과 통신하기 위한 입출력 인터페이스(324)를 포함한

다.

위에서 설명된 대용량 메모리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즉 컴퓨터 저장 매체의 또 다른 유형을 예시한다. 컴퓨터 저장 매

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해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비휘발성, 탈착식(removable), 및 고정식(non-removable)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

체의 예로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털 다용도 디스크(DVD), 또는

다른 광학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들,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컴퓨팅 장치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한다.

대용량 메모리는 또한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350)이 대용량 메모리 내에 로

드되어 운영 체제(320) 상에서 실행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의 예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스케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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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rs), 트랜스코더(transcoders), 이메일 프로그램, 캘린더, 웹 서비스,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프

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대용량 저장 장치는 수집 처리 모듈(172), 관리 인터페이스(174), 매칭 엔진(110a), 폴러(120a), 전

달 인터페이스(130a)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명세서, 예들, 및 데이터는 본 발명의 구성의 제조 및 이용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이하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귀속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수의 포맷으로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를 정규화(normalize)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시키는 단계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

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관심사(interest)와 관련됨 - 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단계 - 상기 경보 메시지는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부분과 관계가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는 상기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선택하였음 - 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적어도 하나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이벤트 기반 피드(event based feed)로서 상기 콘텐츠를 수신하는 단계와;

시간 기반 피드(time based feed)로서 상기 콘텐츠를 요구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를 정규화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포맷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정규화된 포맷으로 상기 콘텐츠

를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징은,

상기 콘텐츠가 수신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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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의 ID(identifier);

상기 콘텐츠의 유형;

상기 콘텐츠가 송신된 국가;

상기 콘텐츠가 폴 요구(poll request)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표시; 및

상기 콘텐츠가 이전에 수신된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표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관련시키는 단계는,

쿼리 표현식(query expression)과 관련하여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평가하는 것 - 상기 쿼리 표현식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관심사를 나타냄 - 과;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상기 쿼리 표현식과 매칭하면,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간의 관련(association)을 설정하는 것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쿼리 표현식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사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로부터 액세스되는 방

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관련시키는 단계가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과;

상기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단계가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단계가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

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인 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상기 경보 메시지를 즉시 전달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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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상기 경보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것

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단계는,

이메일 메시지;

인스턴스 메시지;

숏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로서 상기 경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내에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 확인(validate)하는 단계와;

논리 동작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변환하여 상기 콘텐츠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수신 파라미터들을 로깅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를 저장하는 단계와;

다른 콘텐츠에 관련하여 상기 콘텐츠를 우선 순위화(prioritize)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복제본(duplicate)을 버리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정규화하고, 관련시키고, 발생시키고, 가능케 하는 상기 동작들을 미러링(mirror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2.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경보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와 통신하는 프로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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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하고,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복수의 포맷으로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를 정규화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시키는 것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관심사와 관련됨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 - 상기 경보 메시지는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과 관계가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는 상기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선택하였음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적어도 하나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이벤트 기반 피드로서 상기 콘텐츠를 수신하는 것과;

시간 기반 피드로서 상기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복수의 포맷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정규화된 포맷으로 상기 콘텐츠를 변환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 내에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 확인하는 것과;

논리 동작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변환하여 상기 콘텐츠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수신 파라미터들을 로깅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과;

다른 콘텐츠와 관련하여 상기 콘텐츠를 우선 순위화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복제본을 버리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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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징은,

상기 콘텐츠가 수신된 시간;

송신자의 ID;

상기 콘텐츠의 유형;

상기 콘텐츠가 송신된 국가;

상기 콘텐츠가 폴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표시; 및

상기 콘텐츠가 이전에 수신된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표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쿼리 표현식과 관련하여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평가하는 동작 - 상기 쿼리 표현식은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사용자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관심사를 나타냄 - 과;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상기 쿼리 표현식과 매칭하면,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간의 관련을 설정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관련시키는 것이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되고;

상기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서비스 레벨의 품질에 따라서 수행되

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상기 경보 메시지를 즉시 전달하는 동작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상기 경보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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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mobile client device)를 더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와 통신하고, 또한 상기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미러링된 경보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해 구성된 미러링

된 통신 인터페이스(mirrored communication interface)와;

상기 미러링된 통신 인터페이스와 통신하는 미러링된 프로세서와;

상기 미러링된 프로세서와 통신하고, 상기 미러링된 프로세서로 하여금,

복수의 포맷으로 액세스 가능한 상기 콘텐츠를 정규화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것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시키는 것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관심사와 관련됨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미러링된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 - 상기 미러링된 경보 메시지는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과 관계가 있고 상기 미러링된 경보 메시지는 상기 경보 메시지와 실질적으로 동등함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미러링된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러링된 메모리

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서, 상기 변조된 데이터 신호는 컴퓨팅 장치로 하여금,

복수의 포맷으로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를 정규화하는 동작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동작과;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시키는 동작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

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관심사와 관련됨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동작 - 상기 경보 메시지는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부분과 관계가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는 상기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선택하였음 - 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적어도 하나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상기 경보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동작

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변조된 데이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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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경보 메시지의 정규화된 콘텐츠를 위한 데이터 구조로서,

상기 콘텐츠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콘택트(contact);

상기 콘텐츠의 날짜;

상기 콘텐츠의 만료 날짜;

상기 콘텐츠와 관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상기 콘텐츠의 소스에 대응하는 피드 제공자 명칭;

콘텐츠의 유형;

상기 콘텐츠의 제목(title); 및

상기 콘텐츠를 포함하는 데이터 본체(data body)

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청구항 23.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소스와 인터페이스하고, 복수의 포맷으로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

을 정규화된 포맷으로 정규화하고, 상기 콘텐츠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수집 처리 모듈

(collection processing module)과;

상기 수집 처리 모듈과 통신하고,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이벤트 기반 피드에 대응할 경우 상기 콘텐츠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갖는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매칭 엔진(matching engine)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됨 - 과;

상기 수집 처리 모듈과 통신하고,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시간 기반 피드에 대응할 경우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갖는 경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폴러(poller) - 상기 콘텐츠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와 관련됨 - 와;

상기 매칭 엔진 및 상기 폴러와 통신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상기 경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인터페이스(delivery interface)

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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