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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이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 간 동기 유지방법과 시스템 및 그 단말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이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 간에 동기를 유지하는데 있어 우선 순위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그 단말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7a

색인어

동기, 서버, 클라이언트 단말,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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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동기화를 수행하는 모바일 이메일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말기의 내부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최초 접속 시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세션 유지 기간동안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

름도,

도 5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연결 중단 이후 재접속 시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

낸 흐름도,

도 6a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의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

타낸 흐름도,

도 6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서버측에서의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우선 순위 정보에 따른 이벤트 반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서버측에서의 우선 순위 정보에 따른 이벤트 반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 간의 동기 유지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그 단말에 관한 것이다.

무선 이동통신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각 벤더마다 제공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인 당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단말기에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데이터들에 대해 가장 최신 값으로 일

치시키는 것, 즉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동기화 방식은 서비스 제공 업체마다 각기 다르게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기화 방식이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동기화 수행시에는 무선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 서로 간의 동기(Synchronization)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

게 여겨진다.

이러한 동기 유지의 목적은 분산되어 있는 여러 단말기 내의 공통된 데이터들을 서로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그 중에

서도 모바일 이메일 환경인 경우에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동기화 즉, 동기 유지는 내부의 모든 폴더와 메시지 상태

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폴더 또는 메시지 상태 등을 이

벤트 정보라고 칭한다.

한편, 모바일 이메일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동기화 작업은 크게 단말기 사용자의 동기화 요구에 의해 수

행되는 폴링(Polling) 방식과 단말기 사용자의 동기화 요청 없이도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푸싱(Pushing) 방식으로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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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폴링 방식은 이메일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의 전송 요청에 대응하여 서버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유선 환경에서 사용

되고 있는 이메일 프로토콜, POP3, IMAP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폴링방식은 클라이언트 단말이 소정 시간에 따

라 주기적으로 서버에 새로운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이 짧을수록 근사적인 실시간(quasi real-time)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단말은 서버에 새로운 메일 메시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

적으로 확인하므로, 새로운 메일 메시지가 없는 경우지라도 주기적으로 메시지 확인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무선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대체하게 된 푸싱 방식은 새로운 메일이 도착하면 클라이언트단말이 확인 요청을 하기전에 서버에서 바로 클라이언

트 단말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무선 환경에서의 이메일 서비스

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러한 푸싱 방식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기 유지 방식에는 크게 상태비교기반 동기 방식(state-comparison-based

synchronization)과 이벤트기반 동기 방식(event-based synchronization)이 있다.

먼저, 상태비교기반 동기 방식은 이메일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사이의 모든 폴더와 메시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수정이

가해졌는지를 분석하여 그 폴더와 메시지를 동일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즉, 비교 결과에 따라 그 차이를 구한 후 필요한

수정, 갱신 및 삭제를 행한다. 이에 반해 이벤트기반 동기 방식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클라이언트 단말 또는 서버

에서 해당 이벤트를 전송함으로써 해당 클라이언트 단말 또는 서버측에서 수신된 이벤트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모

바일 이메일에서의 이벤트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의 폴더 및 메일 메시지의 상태가 변할 때 발생되며, 이벤트의 전송은

서로 간에 변화된 상태를 알릴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상태비교기반 동기 방식을 기반으로 동기 유지를 수행하다 보면, 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무선 환경에서는 하나의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벤트 기반 동기 방식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단

말과 서버 간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메일 서버 사이에서 세션이 재연결되었을 때에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단말기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여러 단말

기를 지원하는 추세이며, 여러 단말기에서 동일한 메시지 혹은 폴더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최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단말을 따를 뿐이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단말기에 동기를 맞추고자 하는 등의 사

용자 의도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메시지 또는 폴더에 대해 수정, 갱신 및 삭제를 행한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이 서버에 접

속하여 동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다시 상기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는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접속 시 발생한 이벤트가 반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상기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메시지 또는 폴더에 대한 수정, 갱신 및 삭제를 하였더라도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행해진

이벤트가 반영되는 이벤트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항상 나중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의 이벤트가 우

선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저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서의 행해진 이벤트를 기준으로 동기화할 방법이 없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에 동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

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이용한 모바일 이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 및 그

단말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단

말 정보를 전송하고,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전송된

상기 단말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우선 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변경하고,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이벤트 정보를 반영하는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단말이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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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우선 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변

경하는 단계와, 상기 변경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이벤트를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은 우선 순위가 포함된 상

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전송 제어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 발생 시 상기 신호를 전송 제어하고, 이

벤트 정보 발생 시 상기 이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토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단말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이벤트 정보

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상기 서버와 상기 단말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

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

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본 발명은 모바일 이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간에 동기를 유지하는데 있어 우선 순위를 직접 설정하여 사용자 자신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

마다 각각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 동기 유지를 위한 이벤트 처리 시 우선 순위가 높은 클라이언트 단말의 데이터로 동기

화를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에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결이 끊어졌다가 재접속이

이루어질지라도 동기 유지를 위한 이벤트 처리 시 이벤트 충돌(confliction)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도 1을 참조하여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생성 또는 수정된 데이터를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간에 공유하

기 위해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우선 순위를 기반

으로 동기화를 수행하는 모바일 이메일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우선, 본 발명은 다양한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사용자는 이러

한 클라이언트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사용함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평상시 이동 통신 단말기를 항상 휴대

하며 회사에서는 노트북 또는 PDA를 사용하며 집에서는 개인용 PC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

용자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생성 및 변경한 데이터 예컨대, 이메일 메시지 또는 폴더에 대한 이벤트가 서버와의

접속을 통해 반영되면, 서버에 접속하는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도 서버와의 동기화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는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 각 클라이언트 단말의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해

클라이언트 단말A(5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바일 이메일 서버(60)에 접속되고, 클라이언트 단말B(70)도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바일 이메일 서버(60)에 접속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각 클라이언트는 휴대폰, PDA, 개인용

컴퓨터(PC), 핸드헬드(handheld) PC 등의 단말기일 수 있다.

먼저, 모바일 이메일 서버(60)는 공유하고자 하는 데이터 제공 및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여기서 공유하고자 하

는 데이터의 예로는 이메일 메시지 또는 폴더 등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에 의해 생성 또는 변경되는 각종 데

이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데이터의 제공은 모바일 이메일 서버(60)를 통해 미리 접속된 클라이언트 단말 사용

자에 의해 생성 또는 변경된 데이터가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모바일 이메일 서버(60)

는 예컨대, 사용자가 동일한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한 식별정보 즉, 단말기 정보 및 사용자 계정을 저장하여 등록

된 클라이언트 단말 간에 동일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모바일 이메일 서버(60)

는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우선순위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저장해둔다.

그리고 동기화는 제공된 데이터가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 사용자에 의해 수정, 삭제된 경우에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도 똑같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및 동기화 서비스를 위해서 모바일 이메일 서버(60)는 클라

이언트 단말에 대한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 계정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단말을 인증하고, 동기화를 수

행하여야 한다.

우선, 도 1의 클라이언트 단말A(50)는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이용 시 공유할 데이터를 생성 및 변경하는 단말기이고, 클라

이언트 단말B(70)는 공유 데이터를 제공받는 단말기임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중 어

느 하나를 이용하여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기 제조시 셋팅된 우선 순위 정보는 클라이언트 단말이 서버

에 초기 접속시에 확인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르게는 세션 연결 상태 또는 세션이 끊겼다가 연결되는 시점에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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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적으로, 단말기에 대한 우선 순위 정보는 클라이언트 단말이 최초로 모바일 이메일 서버에 접속할 때 단말기 정

보(예컨대, Device ID)등과 함께 서버로 전송되어 반영된다. 다르게는 연결 중단 기간동안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단말의 우

선 순위를 변경하고 연결이 열리게 될 때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가 서버에 반영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롭게 우선 순위 정보르 설정하여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모바일 이메일 서버에서

는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이벤트를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하여 반영한 후 클라이언트측으로 다시 이벤

트를 전송함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이 구현된 클라이언트 단말의 내부 구성 요소 및 그 동작을 살펴보기 위해 도 2를 참조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말기의 내부블록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말기는 크게 제어부(S100), 표시부(S110), 키입력부(S120), 메모리부

(S130) 및 무선부(S1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제어부(S100)는 통상적인 전화 통화, 데이터 통신, 무선 인터넷 접속 등을 제어한다. 또한, 우선 순위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전송 제어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 발생 시 상기 신호를 전송 제어하고, 이벤

트 정보 발생 시 상기 이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토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S100)는 서버로부터 우선 순위 변경 정

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변경 정보를 설정 유지토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

(S100)는 상기 서버로부터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이벤트 정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S100)는 상기 단말의 현재 우선 순위 확인을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확인된 우선 순위 정

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해주고, 상기 수신된 현재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입력받도록 제어한다.

표시부(S110)는 제어부(S100)의 제어하에 키입력부(S120)로부터 입력된 키입력 데이터에 대한 표시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하거나,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거나 구동시킴에 있어 그 상태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키입력부(S120)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치로써 구비된 각 키의 입력에 따라 그 고유의 키입력 데이터를 출력

하고, 키입력부(S120)에서 출력되는 키입력 데이터는 제어부(S100)에 인가되어 이러한 키입력 데이터가 어떠한 키 입력

에 따른 키입력 데이터가 되는지가 검출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제어부(S100)는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메모리부(S130)는 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들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함과 동시에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데

이터도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메모리부(S130)는 단말기 식별을 위한 사용자 계정 및 단말기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거나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우선 순위 정보도 저장한다.

무선부(S140)는 제어부(S100)의 제어하에 안테나(ANT)를 통해 기지국과 RF신호를 송/수신한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 단말이 모바일 이메일 서버에 최초 접속 및 연결 설정 시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 및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최초 접속 시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인 도 3을 참조한다.

도 3을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5)이 서버(60)에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는 600

단계에서와 같이 TCP 혹은 HTTP/HTTPS 연결이 설정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603단계에서 서버(60)

로 단말기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사용자 계정 정보 및 단말기 정보를 전송한다. 구체적으로 이 정보는 계정 이름(Login_

name), "#", "P", 전화번호(phone number), (optical "@", 도메인 이름), 패스워드(password)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계

정 이름이 'joe', 전화번호가 '011-xxx-xxxx'이고, 패스워드가 '123456'일 경우 서버(60)로 전송되는 정보는 'joe#

P011xxxxxxx123456'의 형태를 가진다. 다르게는 도메인 이름이 'yyy.com'인 경우에는 'joe#P011xxxxxxx@

yyy.com123456'의 형태를 가지는 정보가 전송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사용자 계정 및 단말기 정보가 서버(60)로 전송되면, 서버(60)에서는 606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적합한 단말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수행한 후 적합한 단말기인 경우 609단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 단말(50)과의 새로운 모바일 이메일 세션을 오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

는 새로운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열리게 된다.

한편,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단말기 제조시 입력된 우선 순위 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이

메일 세션이 열릴 때마다 서버(60)와의 동기 유지를 위해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적어도 하

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소유할 경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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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50)이 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 정보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열린 후 클라이언

트 단말(50)은 612단계에서 서버(60)에 자신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서버(60)에서는

615단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 단말(50)에 대한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하여 618단계에서 확인된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

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621단계에서 수신된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22단계에서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한다. 즉, 사용자는 새로운 우선 순

위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버(60)로부터 제공된 우선 순위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

여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에 대한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상태비교기반 동기화가 수행된다.

이어, 사용자에 의해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가 입력되면 클라이언트 단말(50)은 623단계에서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다. 이에 대응하여 서버(60)는 624단계에서 새로운 단말기 우선 순

위 정보를 등록한다. 이에 따라 서버(60)에서는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나머지 단말기들의 우선 순위 정보도

새로운 순서대로 재조정하여 등록한다. 그리고나서 서버(60)는 625단계에서 등록 확인 정보를 전송하면, 클라이언트 단말

(50)에서는 626단계에서 최초 접속에 따라 서버(60)와 상태비교기반의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서버(60)는 627단

계로 진행하여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 등록으로 인해 우선 순위가 하향 조정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변경된 우선 순

위 정보를 전송한다.

한편, 전술한 바에서는 클라이언트 단말이 서버에 최초 접속 시에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이하

의 설명에 있어서는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세션 유지 기간동안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

도인 도 4를 참조한다.

도 4를 참조하면, 700단계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 모바일 이메일 세션 유지 상태된 상태이다.

이 때, 사용자는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우선 순위 정보의 변

경 요청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단말(50)은 702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우선 순위 정보로 단말기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한다. 이어 클라이언트 단말(50)은 704단계에서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된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서버(60)는 706단계에서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말기 우선 순위 정보를 등록하고, 이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나머지 단말기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정렬하여 등록한다. 그리고나서 708단계에서 이 등록

확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단말(50)로 전송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710단계에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서버(60)에서는 712단계에서 우선 순위가 하향 조정되어 변경된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들에게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현재 접속된 상태의 모든 클라이언트 단말과 동일한 우선 순위 정보를

공유하여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결 중단 이후 재접속 시 우선 순위 정보의 전송 및 이를 등록하는 과정은 최초 접속 시의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단말과 모바일 이메일 서버는 우선 순위 정보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 이메일 세션

이 열린 이후 우선 순위 정보를 교환하도록 구현된다.이 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연결 중단 이후 최초 접속 또는 재접

속이 이루어져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열리게 되면 클라이언트 단말이 자신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로 우선

순위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였으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시기 및 우선 순위 정보의 교환은 다양하게 이

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연결 중단 이후 재접속 시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연결 중단 이후 재접속 시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 간의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도 5에서 재접속에 의해 재접속 이전과 동일한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열리는 과정인 800단계 내지 810단계는 도 3

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오픈된 상태가 되면, 클라이언트 단말(50)은 812단계에서 서버(60)

로 자신의 우선 순위 정보를 요청한다. 이에 대응하여 서버(60)는 814단계에서 등록되어 있는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하여

816단계로 진행하여 이를 클라이언트 단말(50)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818단계에서 전달된 자

신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 의한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화면에 우선 순위 정보를 출력한다.

우선 순위 정보가 출력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되면 820단계에서 현재의 우선 순위 정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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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의해 입력된 우선 순위 정보로 변경한다. 그리고나서 클라이언트 단말(50)은 822단계에서 우선 순위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서버(60)로 전달한다. 그러면 서버(60)는 824단계에서 새

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등록하여 동시에 나머지 단말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재배열하여 등록한다. 그리고나서 서버(60)는

826단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50)로부터 전달된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했음을 알리는 등록 확인 정보를 전송한다.

이러한 등록 확인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는 이벤트 비교 기반의 동기화가 수행된다.

이후, 서버(60)에서는 829단계에서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 등록으로 인해 우선 순위가 변경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조정된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다.

한편, 전술한 바에서는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하는 주체인 클라이언트 단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이하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적용하는 주체인 클라이언트 단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 정보 변경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 확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인 도 6a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a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는 800단계에서와 같이 세션 연결을 통해 동기가 유지된 상태이

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되면, 서버(60)로부터 902단계에서 우선

순위 변경 요청 및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다. 다시 말하면, 서버(60)는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이 가지고 있는 우

선 순위 정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선 순위 정보 변경 요청을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변경된

각각의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도 함께 전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단말(50)은 904단계에서 자신의 우선 순위

정보를 확인하여 저장한 후, 906단계에서 이를 확인했음을 알리는 우선 순위 변경 확인 정보를 서버(60)로 전송한다.

상기한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단말과 서버에서 각각 수행되는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의 동작을 도 6b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단말(50)은 922단계에서 서버(60)로부

터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요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우선 순위 정보 변경 요청이 있으면, 924단계로 진

행하여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저장한 후, 926단계로 진행하여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응답을 전송한다.

그리고나서 클라이언트 단말(50)은 928단계로 진행하여 이벤트 비교 기반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세션 유지 기

간 동안에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 의해서 자신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을 때 각 클라이언트 단말들에게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멀티 클라이언트 단말을 지원하는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에서 여러 클라이언트 단말 사이의 우선 순위 정보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는 과정이 중요시 여겨진다.

한편, 서버(60)에서의 동작을 도 6c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먼저 서버(60)는 908단계에서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등록하

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서버(60)에 저장된 우선 순위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편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버(60)는 910

단계에서 사용자에 의해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된 단말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 해당 단말기가 없는 경우 서버

(60)는 912단계로 진행하여 이벤트 비교 기반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검색된 단말기가 있는 경우 서버(60)는

914단계로 진행하여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유지되

고 있는 상태이면 서버(60)는 916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단말기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변경된 우

선 순위 정보를 전송한다. 그리고나서 서버(60)는 918단계에서 상기 전송에 대응한 응답 즉, 해당 단말기로부터의 우선 순

위 정보에 대한 확인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서버(60)는 920단계에서

우선 순위 변경을 확인하여 각 단말기에서의 우선 순위 정보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하,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우선

순위 정보에 따른 이벤트 반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인 도 7a를 참조한다.

도 7a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50)과 모바일 이메일 서버(60) 간에는 1000단계에서와 같이 모바일 이메일 연결이 중

단된 상태이다. 후술하는 바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이메일 세션 중단 시 동기 유지를 위해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

트를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연결이 중단된 이후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이벤트를 저장하게 되며, 서버

(60)에서는 1004단계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모바일 이메일 세션 유지를 위한 타이머를 동작시킨 후, 1006단계에서와 같

이 이벤트를 저장하게 된다. 여기서, 소정 시간 내에 즉, 세션 유지 타이머 종료 이전에 클라이언트 단말(50)로부터의 재접

속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단말(50)과 서버(60) 간에는 1008단계에서와 같이 재접속 이전과 동일한 모바일 이메일 세션이

오픈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연결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저장된 이벤트를 서버(60)로 전송하면, 서버(60)는 수신된

이벤트를 저장하며 1012단계에서 우선 순위 정보에 따른 이벤트를 정렬하고 1014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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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서 서버(60)는 1016단계에서 이벤트 정렬에 따라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우선 순위의 이벤트를 클라이언트

단말(50)로 전송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50)에서는 1018단계에서 수신된 이벤트를 반영함으로써 1020단계에서와

같이 서버(60)와의 동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 때, 서버(60)에서의 이벤트 정렬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하면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서버 측에서의 우선 순위 정보에 따른 이벤트 반영을 위한 제어흐름도이다. 도 7b를 참조하면, 서버(60)는 1022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50)로부터 이벤트가 수신되면 1024단계로 진행하여 동일한 메시지 및 폴더에 대한 이벤트인지

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버(60)에서 이벤트 반영 시 이벤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신된 이벤트와

기존에 저장된 이벤트를 비교하여 동일한 메시지 또는 폴더에 때해 현재의 모바일 이메일 세션 안에서 기존에 어떤 이벤트

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일 1024단계에서 수신된 이벤트 중에서 이미 이벤트가 발생했던 메시지 또는 폴

더에 대한 이벤트라면 서버(60)는 1026단계로 진행하여 동일한 필드에 대한 이벤트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동일한

필드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서버(60)는 1028단계로 진행하여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정렬하고,

1030단계로 진행하여 최우선 순위의 이벤트를 선택하여 1032단계에서 그 이벤트를 반영한다. 그리고나서 서버(60)는

1034단계로 진행하여 서버측에 반영된 최종 이벤트를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가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메시지 폴더 이름을 각자 다르게 바꾼 상태에서, 각 클라이언트 단

말일 재접속하여 다시 모바일 이메일 세션을 열게되면 서버(60)는 우선적으로 수신된 이벤트가 어떠한 폴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서버(60)는 폴더의 이름(name) 필드에서 사용자에 의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세션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메일 메시지 또는 폴더 등의 동일한 객체의 동일한 필드에서 서로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재접속 시 이벤트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60)에서는 수

신된 이벤트를 우선 순위 정보에 따라 정렬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최우선 순위의 이

벤트로 정한다. 이러한 최우선 순위의 이벤트를 반영하게 되면, 그 반영된 최종 이벤트는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송되어 동

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이메일 폴더의 이름을 바꾸었을 때 이벤트가 반영되는 실시 예를 살펴보

면 하기 표 1a 내지 표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기 표 1a 내지 표 1b에서는 우선 순위가 클

라이언트 단말C1이 클라이언트 단말C2보다 높을 경우에 이벤트가 반영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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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이상의 모든 실시 예에 대해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이 서버에 접속할지라도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

으로 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우선 순위가 높은 클라이언트 단말의 데이터로 동기화가 이루

어짐으로써 이벤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사용

자가 직접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시장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전송하고,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

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전송된 상기 단말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우선 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변경하고,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이벤트 정보를 반영

하는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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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송신하는 시기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서버로 최초

세션 연결 요청 시, 세션 연결 계속 중, 세션 재연결 요청 시 중 어느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정보는 단말 식별 정보 또는 사용자 계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정보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저장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

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정보는 상기 서버 내에 저장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서버로 세션 연결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인증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특징을 더 포함하는 상기 시스

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변경된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된 이벤트 정보를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전송하는 특징을 더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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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현재 우선 순위 확인 요청을 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확인된 우선 순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된 현재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입력 받는 특징을 더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 받은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된 정보일 경우 상기 서

버로 전송하고,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설정하여 유지하는 특징을 더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우선 순위 변경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변경 정보를 등록하고,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송하는 특징을 더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1.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단말이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와,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수신 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우선 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

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변경하는 단계,

상기 변경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이벤트 정보를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정보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송신하는 시기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서버로 최초

세션 연결 요청시, 세션 연결 계속 중, 세션 재 연결 요청시 중 어느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정보는 단말 식별 정보 또는 사용자 계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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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벤트 정보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저장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관련 데이타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정보는 상기 서버 내에 저장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관련 데이타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서버로 세션 연결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인증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변경된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된 이벤트 정보를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현재 우선 순위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로부터 확인된 우선 순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현재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입력받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새로운 우선 순위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입력받은 우선 순위 정보가 변경된 정보일 경우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변경된 우선 순위 정보를 설정하여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상기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우선 순위 변경 정보를 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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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경 정보를 등록하고, 나머지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송하는 특징을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포함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정보를 전송 제어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 발생시 상기 신호

를 전송 제어하고, 이벤트 정보 발생시 상기 이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토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단말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서버와 상기 단말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부를 포함하는 상기 단말.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정보는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관련 데이타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단말.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서버로부터 우선 순위 변경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변경 정

보로 설정 유지토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단말.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서버로부터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판단하고, 저장된 이벤트 정보의 변경 여

부를 결정하는 상기 단말.

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단말의 현재 우선 순위 확인을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확인된 우선 순위 정보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 해주고,

상기 수신된 현재 우선 순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입력받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단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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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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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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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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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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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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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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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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