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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즉, 다종 단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을 동일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개인 환경을 구축해주기 위한 개인 환경 구축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있어서,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의 각종 개인설정파일/폴

더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는 제 1 단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를 전달받아 업데이

트하는 제 2 단계; 및 사용자로부터의 특정 개인설정 동기화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개인설정

파일/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제 3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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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개인설정, 백업, 응용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중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 과

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일

실시예 흐름도.

도 5 내지 도 7 은 본 발명에 따라 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들의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서버 12 : 저장부

13 : 인터넷 14 : 학교 컴퓨터

15 : 가정 컴퓨터 16 : 회사 컴퓨터

17 : 노트북/PDA/휴대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즉, 다종 단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응

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개인 환경을 구축해주기 위한 개인 환경 구축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 연결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용한 웹사이트의

증가와, 그러한 사이트의 컨텐츠 및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인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학교, 직장, 가정 등 여러 컴퓨터(PC)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디스켓 등의 물리적인 매체에 개인 자료를 

저장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저장매체를 옮겨 다니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일이며, 이동 

중 자료 저장매체에 손상이 일어나 자료를 잃을 확률도 컸다. 또한, 자료의 대형화로 기존 플로피 디스크의 용량으로

는 부족을 느끼는 일이 많다. 또한 네트워크의 발전 과 인터넷 보급으로 개인 자료 운반에 인터넷 상의 저장장치를 이

용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ftp등으로 자료를 옮겼을 경우, 개인 자료를 보내고 받는 과정과, 받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움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웹디스크나 사이버폴더 등으로 불리며,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상

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도 이메일, ftp등 보다는 편리하지만, 역시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거나 개

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문서나 프로그램 등의 단순한 자료를 쌓아두는 방식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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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완벽하게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자리를 옮겨가며 컴퓨터작업을 할 경우 매번 바뀌는 사용자 환경도 작업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자료를 옮겨 다

니는 것 또한 매우 번거롭고 위험성이 큰 일이다. 웹디스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서버에 업로드/다운로드하는

대상은 주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나 프로그램 파일이 대부분이고, 사용자의 개인설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

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 파일을 찾아내어 웹디스크에 저장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웹

디스크에 접속하여 그 설정파일을 받아온 다음, 다시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 파일의 자리에 옮겨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설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는 이러한 설정 파일을 찾아내기 힘들

고, 찾아내더라도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드디스크 전체를 네트워크상에 저장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 컴퓨터를 실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전체가 아니라 핵심적인 데이터, 즉 사용자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기타 중요 응용프

로그램마다 저장되는 개인설정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및 폴더를 인터넷 상의 저장공간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

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개인화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즉, 다종 단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개인 환경을 구축해주기 위한

개인 환경 구축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있어서, 운영체제/응용프로그

램의 각종 개인설정파일/폴더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는 제 1 단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상기 서버로부터 상

기 정 보를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는 제 2 단계; 및 사용자로부터의 특정 개인설정 동기화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을 통해 상기 개인설정파일/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시스템에,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의 각종 개인설정파

일/폴더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는 제 1 기능;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를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는 제 2 기능; 및 사용자로부터의 특정 개인설정 동기화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개

인설정파일/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의 개인설정이나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자료의 저장방식도 다르

다.

다음은 윈도우 기반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시스템 개인설정과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의 예시이다.

① 내 문서 (윈도우의 개인문서파일)

-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정보에 개인설정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키 이름: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User Shell Folders

●값 이름: Personal

-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사용자명이 Username일 때 다음과 같은 폴더가 설정폴더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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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95,98,ME 등

C:\Windows\Profiles\Username\My Documents\

●윈도우 2000, XP 등

C:\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My Documents\

② Internet Explorer의 즐겨찾기 항목

-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정보에 개인설정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키 이름: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User Shell Folders

●값 이름: Favorites

-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사용자명이 Username 일 때 다음과 같은 폴더가 설정폴더로 지정된다.

●윈도우 95,98,ME 등

C:\Windows\Profiles\Username\Favorites\

● 윈도우 2000, XP 등

C:\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Favorites\

③ Outlook Express의 이메일 주소록

-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정보에 개인설정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키 이름: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User Shell Folders

● 값 이름: AppData

● 이 안에 이름이 저장된 폴더 하위의 Microsoft\Address Book 폴더에 이메일 주소록이 저장된다.

-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사용자명이 Username 일 때 다음과 같은 폴더가 설정폴더로 지정된다.

●윈도우 95,98,ME 등

C:\Windows\Profiles\Username\Application Data\Microsoft\Address Book\

●윈도우 2000, XP 등

C:\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Application Data\Microsoft\Address Book\

④ 알ftp의 사이트맵

-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정보에 개인설정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키 이름:

HKEY_CURRENT_USER\Software\ESTSoft\AL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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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이름: RootDir

●이 안에 이름이 저장된 폴더 내의 ESTdb1.DAT과 ESTdb2.DAT 파일이 바로 응용프로그램의 사이트맵 설정파일

이다.

-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폴더가 설정폴더로 지정된다.

●C:\Program Files\ESTsoft\ALftp\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개인설정이 지정되는 폴더를 덧붙였지만, 그보다는 레지스트리 값을 참조하는 쪽이 만

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더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정되는 폴더 이름이라고 해도 운영체제나 응용프로

그램 버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사용자가 설치시에, 혹은 나중에라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레지스트리

에는 그 바뀐 곳의 정보까지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당하는 설정이 들어있는 파일/폴더의 위치에 대한 정보, 즉 설정위치정보를 관리자가 서버에 적절한 형

태로 저장해 둔다.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시로 그 정보를 업데이

트 해둔다.

사용자가 해당 설정에 대한 동기화를 요청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설정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 내의 

설정의 위치를 찾아내어 그 내용을 서버로 전송을 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응용프로그램의 설정 파일을 찾는 수

고를 할 필요없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전 송까지 하게 된다.

서버의 관리자는 해당하는 설정위치정보들을 직접 찾아내어 서버에 기록할 수도 있고, 응용프로그램 제작사와의 제

휴도 고려할 수 있다. 제작사와의 제휴가 이루어지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설

정정보를 제어하고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설정이 아닌 일반적인 자료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서버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작업이 가능하

다. 모든 자료가 서버에 저장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만 지정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서버에

서 정의된 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설정 정보를 읽어들여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컴퓨터로 자

리를 옮기더라도 저장된 개인설정 정보 및 개인 자료를 서버에서 전송받아 원래의 컴퓨터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작업

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개인설정 및 자료에 대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전송을 함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하여 언제나 

최신 자료를 유지하게 한다. 동기화를 실행하면서 이전 자료를 덮어씌우게 되는 경우 서버에 백업 자료를 두어 실수로

자료를 지웠을 경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시스템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의 서버(11)와 저장부(12)는 인터넷(13)에 접속되어 있으며, 인터넷(13)에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학교 컴퓨터(14), 가정 컴퓨터(15), 회사 컴퓨터(16), 노트북/PDA/휴

대폰(1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21)는 웹서버(21-a)와 인증서버(21-b), 파일서버(21-c)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웹서버(21-a)는 웹브라우저(22-a)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며, 사용자 단말(22)

에서 처음으로 서버(21)에 접속할 수 있는 초기접속(23-a, 23-b) 경로가 된다. 이곳을 거친 사용자는 인증서버(21-b

)에서 사용자 인증(23-c)을 받아 파일서버(21-c)와 연결된다.

그러면, 파일서버(21-c)에서는 서버 저장장치(21-d)내의 자료를 관리하며, 사용자 단말(22)과의 파일 전송(23-d, 2

3-e)을 담당한다. 서버 저장장치(21-d)에는 설정위치정보(21-d1), 설정파일(21-d2), 일반파일(21-d3)이 저장된다.

설정위치정보(21-d1)는 관리자가 제어하며, 필요시마다 클라이언트쪽 설정위치정보(22-c1)로 전송된다. 설정파일(

21-d2)은 개인 저장장치(22-c)에서 개인설정(22-c2)에 해당하는 파일이고, 일반파일(21-d3)은 나머지 일반적인 자

료(21-c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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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은 효율성과 보안을 위해 압축되고 암호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시스템의 사용은 웹브라우저(22-a)를 이용하는

방법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22-b)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웹브라우저(22-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저장

장치(22-c)의 원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작업을 지시할 때에만 수동동기화(23-f)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22-

b)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개인저장장치(22-c)의 지정된 항목의 변경사항을 감시하여 자동으로 동기화(23-g)가 이루

어진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중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 과

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 서버에 접속하여(31-a) 사용자 인증과정

을 거친 후에(31-b) 파일서버에 접속되어(31-c) 자동동기화가 설정되어 있는 개인설정과 기타 자료를 동기화시킨다

(31-d). 즉, 서버에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개인자료가 자동으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로 옮겨오는 것이다. 자주 쓰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동 동기화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초기화 이후에는 자동동기화 지정된 파일/폴더에 변화가 생기면 클라이언트가 감지하여 동기화를 실행하는 기능(32

-a), 수동으로 특정 파일/폴더에 대한 업로드/다운로드를 실행하는 기능(32-b), 자동동기화 항목 지정 등 개인설정사

항을 변경하여 서버에 기록하는 기능(32-c)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종료 지시하면(33-a) 자동동기화 항

목을 업로드하여(33-b)하여 마지막 상태를 서버에 저장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일

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PC방이나 학교의 공용 전산실 등,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간

단히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개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이 시스템의 서버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접속해서는(41-a), 인증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처리를 거쳐 로그인을 먼저하게 된다(41-b). 그러면, 사용자 

자료 관리메뉴(42)가 웹페이지에 나타나게 된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다.

- 파일업로드/다운로드(42-a)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와 같이 자동 동기화가 되지 않으므로, 서버에 저

장된 개인 자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거나, 반대로 사용중인 컴퓨터의 자료를 서버로 업로드 하는 기능이

다. 파일서버에서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 저장 내용 검색(42-b): 서버에 올라와있는 개인 자료의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다. 이름 바꾸기, 삭제 등의 기능도 제

공하며, 인터넷 즐겨찾기, 이메일 주소록 등 활용가능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고서도 웹페이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 사이트로 이동/ 해당 주소로 이메일 쓰기 등).

- 사용자 설정관리(42-c): 동기화 시킬 파일/폴더의 위치 및 종류나, 기타 사용자 정보 등을 관리하는 메뉴이다.

필요한 작업을 모두 마치고 로그아웃 처리를 하면(43),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도 5 내지 도 7 은 본 발명에 따라 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들의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5는 서버에 저장되는 설정위치정보로서, 응용프로그램의 종류별, 설정항목별로 해당 설정을 찾을 수 있는 레지스

트리/폴더/파일정보 등이 저장된다.

도 6은 설정파일정보로서, 응용프로그램의 종류, 설정항목, 파일이름, 그리고 파일 자체가 저장된다.

도 7은 일반파일정보로서, 파일의 경로, 파일이름, 파일 자체가 저장된다.

도 6과 도7의 차이는, 일반파일은 절대적인 파일경로가 저장되는데 반해, 설정파일은 응용프로그램과 설정항목의 종

류에 따라 도 5의 설정위치정보를 참고하여 그 위치를 말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위치가 저장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함으로써, 인터

넷이 연결된 곳 어디에서나 원하는 개인설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설정 뿐 아니라 각종 개인자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기화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하드웨어 저장장치가 없어도 원하는 환경에서 편리하게 컴퓨

터 작업을 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데스크탑 컴퓨터 뿐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 나아가서는 P

DA나 휴대폰 등의 무선 장비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어, 어디에서라도 거의 동일하게 개인화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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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용 예를 들면, 가정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즐겨찾기 목록을 작성해두면, 웹사이트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직

장의 컴퓨터에서, 또는 PDA 등에서도 즐겨찾기 목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학교

에, 가정에, 그리고 PC방에 모두 깔려있다면, 동일한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전체가 아니라 핵심적인 데이터, 즉 사용자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웹브라우

저, 기타 중요 응용프로그램마다 저장되는 개인설정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및 폴더를 인터넷 상의 저장공간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개인화된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에 있어서,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의 각종 개인설정파일/폴더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는 제 1 단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를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는 제 2 단계; 및

사용자로부터의 특정 개인설정 동기화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개인설정파일/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등록된 내용 중 활용 가능한 것을 웹 페이지에서 직접 보여주고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시에,

덮어씌우는 파일을 상기 서버에 백업으로 보존하여 실수로 지워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종 단말에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방법.

청구항 4.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기화된 개인 환경 구축 시스템에,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의 각종 개인설정파일/폴더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는 제 1 기능;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를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는 제 2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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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의 특정 개인설정 동기화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개인설정파일/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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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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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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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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