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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이용하는 장치 관리 방법 및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57) 요약

본 발명은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이용한 장치 관리 방법 및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장

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속성과, 각 노드별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속

성을 가지는 노드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 관리 방법은, 노드 생성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

기 노드 생성 명령에 따라 모든 노드에 공통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각 노드별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속

성을 가지는 노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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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속성과, 상기 트리 내의 각

노드별 특유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생성된 노드에 따라 상기 관리 객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속성은 추가속성의 종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로그 데이터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로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값은 로그 데이터가 원래 위치했던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로그 데이터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로그 데이터가 생성된 이유를 알려주는 속성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데이터가 스케쥴링 명령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상기 속성값은 스케쥴링 ID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데이터가 외부 장치의 로깅 요청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속성값은 상기 로깅 요청의 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읽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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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가 새로 수신된 것 인지를 알려

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작성되었으나 발송되지 않은 메시지임을 알

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면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전송되었음을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13.

노드 생성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노드 생성 명령에 따라,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를 포함하는 트리에서, 모든 노드에

공통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각 노드별 특유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추가 속성의 종류 및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이 상기 공통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로그 데이터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로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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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로그 데이터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로그

데이터가 생성된 이유를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메

시지가 읽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메

시지가 삭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메

시지가 새로 수신된 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메

시지가 작성되었으나 발송하지 않은 메시지임을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이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를 생성하는 명령인 경우, 상기 노드 생성 명령은 메

시지에 대한 답장이 발송되었음을 알려주는 속성이 상기 추가 속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

법.

청구항 23.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로그 정보에 대한 특

유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가지는 로그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생성된 로그 노드에 따라 로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속성은 상기 로그 노드가 로그 정보에 대한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임을 나타내는 속성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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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로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나타내는 DataSource 속성과, 로그 데이터의 생성 이유

를 나타내는 Reason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외부의 로깅 요청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상기 Reason 속성값은 상기 로깅 요청의 ID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스케쥴링 명령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상기 Reason 속성값은 스케쥴링 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28.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DataSource 속성값은 로그 데이터가 원래 위치했던 UR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

언트.

청구항 29.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장치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포함하는 메시지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장치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메시지 노드에 따라 수신되는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속성은 상기 메시지 노드가 이메일 메시지에 관한 노드임을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 노드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

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2.

등록특허 10-0747466

- 5 -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읽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

라이언트.

청구항 33.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4.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새로 수신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5.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메시지가 작성되었으나 발송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6.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답장을 보낸 메시지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청구항 37.

다수의 메일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메일 서버에 있어서,

상기 메일 서버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포함하는 메시지 노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하고, 상기 노드의 추가 속성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 초기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 노드 내의 상기 상태 정보를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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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가 읽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

리 방법.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값은 메일 서버가 메시지 본문의 동기화를 요청하는 메시지 처리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변경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1.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값은 메일 서버가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메시지 처리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변경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3.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가 새로 수신된 메시지인지를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의 값은 메일 서버가 메일 클라이언트에 메시지 수신 사실을 통보한 후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5.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메시지가 작성된 후 발송되지 않은 메시지임을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값은 메일 서버가 새로 작성한 메시지를 저장하라는 메시지 처리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변경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7.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속성은 상기 노드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전송되었음을 알려주는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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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값은 메일 서버가 답장을 전송하라는 메시지 처리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변경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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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이용한 장치 관리 방법 및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모든 노드에

공통으로 필요한 속성들 이외에 해당 노드의 특성에 적합한 속성들을 추가로 사용하는 장치 관리 방법 및 장치 관리 클라

이언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치 관리(Device Management : DM) 기술은 특정 장치(장치 관리 클라이언트) 안에 저장된 변수나 객체 등

의 데이터를 서버(장치 관리 서버)가 원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그 장치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다. 주로 장치 관리

서버로부터 특정 처리 명령이 수신되면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해당 명령을 즉시 수행한다.

상기 장치 관리 서버는 상기 명령을 수신한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관리 객체의 값을

읽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생성하는 등의 장치 관리를 수행한다.

상기 장치 관리 기술은 다른 장치 관리 기술에 비해 가장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규격으로서, 장치 관리 프로토콜 규격,

장치 관리 문서 표현 방식에 관한 규격, 전송 프로토콜 간의 연결(binding)에 관한 규격, 장치 관리 트리와 장치 관리 노드

에 관한 규격, DDF(Device Description Framework)에 관한 규격, 통지(Notification)에 관한 규격 등을 포함한다.

장치 관리 기술은 상기 장치 관리 서버가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리 객체(Management Object)에 대한 명령을 전송

하고, 상기 명령을 수신한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현된다. 이때, 상기 장치 관리 객체는

주로 상기 장치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상기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장치 관리 트리 상의 노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상기 장치 관리 서버는 접근하려는 관리 객체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노드에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관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장치 관리 서버가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존재하는 자원 또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원 또는 객체마

다 노드가 생성되어 있다. 상기 노드는 각각 자원 또는 객체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 관리 서버는 해당 노드에 접근

하여 그에 속한 자원 또는 객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장치 관리 서버가 각 노드에 결속된 자원이나 객체를 관리할 수 있

도록, 각 노드는 그에 속한 자원 또는 객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값들을 갖는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장치 클라이언트의 노드의 속성들을 도시한 것이다.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자원

은 자원의 특성에 따라 자원 1, 자원 2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자원마다 노드가 결속되어 있다. 노드 x는 이와 결속된

자원 1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값을 가지며, 노드 y는 자원 2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값을 가진다. 노드 x 및 노

드 y를 비롯하여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의 모든 노드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진다.

-Access Control List: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장치의 리스트

-Format: 해당 자원의 인코딩(Encoding) 형식

-Name: 노드의 이름

-Size: 해당 자원의 크기

-Time Stamp: 해당 자원의 값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점

-Type: 해당 자원의 형식 또는 종류

상기 속성들은 노드의 종류에 모든 노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모든 노드들은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ype 등으로 구성된 동일한 속성들의 집합을 가진다.

이와 같이,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속성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드의 특성에 맞은 속성을 표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메시지 객체의 노드들은 그 메시지가 읽은 메시지인지, 삭제된 메시지인지

등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서버가 캘린더 서비스도 제공한다면 캘린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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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노드에는 상기 메시지 객체에 필요한 속성들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때, 종래와 같이 메시지 객체 및 캘린더 객체의

노드에 공통으로 필요한 속성들만을 사용한다면 그 노드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그리

고, 메시지 객체에만 필요한 속성들과 캘린더 객체에만 필요한 속성들을 모든 노드에 구분없이 적용한다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노드가 그 노드에 결속된 자원 또는

객체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이용한 장치 관리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DataSync를 통해 장치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의 노드에 그 노드의 상태 정보

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포함시켜 상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자료를 동기화시키는 장치 관리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

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속성과, 상기 트리 내의 각 노드별 특유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

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생성된 노드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를 제

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노드 생성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노드 생성 명령에 따라,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

나 이상의 노드를 포함하는 트리에서, 모든 노드에 공통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각 노드별 특유의 속성 정보

를 나타내는 추가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

트에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로그 정보에

대한 특유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가지는 로그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생성된 로그 노드에 따라 로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관리 객체와 각각 연결된 하나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

트에서, 상기 장치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트리 내의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속성과, 수신된 메

시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포함하는 메시지 노드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장치관리 클라이언트는

상기 메시지 노드에 따라 수신되는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메일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메일 서버에 있어서, 상기 메일 서버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

기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추가 속성을 포함하는 메시지 노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메일 클라이

언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하고, 상기 노드의 추가 속성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 클라이언트의 노드들의 속성들을 도시한다.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드 x는 공통 속성만을

가지고, 노드 y는 공통 속성과 추가 속성 foo_1 및 foo_2를 가지며, 노드 z는 공통 속성과 추가 속성 bar_1, bar_2 및 bar_

3을 가진다.

여기서, 공통 속성은 기존의 노드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이며, 추가 속성은 특정 노드에만 사용

될 필요가 있는 속성을 말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속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속성들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본 발명은 노드의

특성에 따라 속성을 달리 부여하기 때문에 속성들을 공통 속성과 추가 속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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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속성으로,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ype, ManagementType을 사용한다.

Access Control List는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장치들의 리스트를, Format은 해당 자원의 인코딩 형식을,

Name은 노드의 이름을, Size는 해당 자원의 크기를, Time Stamp는 해당 자원의 값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점을, Type

은 해당 자원의 형식 또는 종류를, ManagementType은 노드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노드 y와 노드 z의 공통 속성들 중에서 ManagementType이라는 속성은 서버와 같은 외부 장치가 노드 y와 노드 z가 가지

는 추가 속성을 알 수 있도록 노드 y와 노드 z의 종류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고, ManagementType은 각 노드의 종류에

대해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

상기 노드 y의 추가 속성 foo_1 및 foo_2는 노드 y에 속한 자원만의 특유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속성이며, 노드 z의

추가 속성 bar_1, bar_2 및 bar_3은 노드 z에 속한 자원의 특유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속성이다.

상기 추가 속성들은 외부 장치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 외부 장치가 추가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를 생성

하는 명령에는 추가 속성을 생성하려는 노드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다. 즉, 상기 명령은 생성하려는 노드의 종류를 나타내

는 ManagementType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노드 개념을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국한시켜 설명하였으나, 노드는 독립적으로 구현가능한 단위

로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서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추가 속성을 가지는 로깅 노드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특정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상태값을 장치 관리 트리에 기록하여, 정해진 조건을 만족

할 때 장치 관리 서버에 로깅할 수 있다. 장치 관리 서버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장치에 대하여 동일한 장치 관리 세션과 프

로토콜을 통하여 그 장치 내의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 관리 트리를 사용한

다.

상기 장치 관리 트리는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각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를 제공하

며, 상기 정보의 논리적/물리적인 형식 등과 같은 속성들로 구성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Status, Rate, Gauge 및 Log의 노드로 구성된 장치

관리 트리를 가질 수 있다. Status 노드, Rate 노드 및 Gauge 노드는 각각 Object A, Object B 및 Object C를 포함한다.

상기 Object A, B 및 C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특정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변화되는 상태값, 주기적으로 측정된 측

정값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측정된 측정값 등을 저장하고 있다. 일 예로서, 상기 객체의 값이 기 설정된 임계값에 도달

하거나, 특정 시점이 되거나, 장치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값을 저장한다.

상기 장치 관리 트리 중 Log 노드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의 변화하는 상태값 또는 측정값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것이

다. Log 노드는 크게 제어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어 부분은 Control 노드에 해당하며, 저장 가능한 최대 로

그 데이터 수를 알려주는 Size 노드, 다음 로그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를 알려주는 Current 노드, 그리고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 새로운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Recursive 노드들로 구성되어 로그 데이터의 저장 및 기록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로그 데이터는 장치가 자신의 상태값 또는 측정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일정한 조건을 충

족할 때 서버에 보고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주목할 사항은 Log 노드의 데이터 부분이다. 데이터 부분은 Log/Logging 노드 아래에 위치하며 로그 데이터가 저장될 공

간을 제공한다. 로그 데이터가 Log/Logging 노드 아래에 저장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다.

■ 단계 1: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장치 관리 명령을 수신한다. 상기 장치 관리 명령은 로깅할

객체 및 로깅할 객체를 저장할 위치의 URI를 포함한다. 도 3에서 로깅할 객체를 저장할 위치의 URI는 Log/Logging이 된

다.

■ 단계 2: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다면 새로운 폴더 노드 Item1을 생성한다.

■ 단계 3: Item1 노드에 Object A 노드, Object B 노드 및 Object C 노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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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4: 로그 데이터(Object A, Object B, Object C)를 복사한다.

■ 단계 5: Object A에 대한 로그 데이터는 Log/Logging/Item1/ObjectA에, Object B에 대한 로그 데이터는 Log/

Logging/Item1/ObjectB에, Object C에 대한 로그 데이터는 Log/Logging/Item1/ObjectC에 저장한다.

즉,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서 읽혀진 Object A, B 또는 C의 값은 로깅 트리 아래에 새로운 노드(Item1, Item2, Item3,...)를

생성하여 저장된다. 이때, 로깅 트리 아래에 생성되는 노드(Log/Logging/Item1/ObjectA, Log/Loggin/Item1/ObjectB,

Log/Logging/Item1/ObjectC)들은 그 노드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 속성을 가진다. 상기 노드들은 로그 데이터가

생성된 이유 및 로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알려주는 로그 정보에 대한 추가 속성으로 DataSource 속성과 Reason 속성을

가진다.

DataSource 속성은 이 속성을 포함하는 노드의 로그 데이터가 어떤 객체로부터 복사되어 왔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Object A의 값을 저장하는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는 DataSource="./Status/Amodule/ObjectA", Object B의

값을 저장하는 Log/Logging/Item1/ObjectB 노드는 DataSource ="./Rate/ObjectB", Object C의 값을 저장하는 Log/

Logging/Item1/ObjectC 노드는 DataSource="Gauge/Buffer/Receive/ObjectC"의 값을 가진다. 즉, Object A, B, C의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를 가진다.

Reason 속성은 로깅 노드가 생성된 이유 즉, 왜 로깅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로깅 노드는 외부 장치(장치 관리

서버)의 로깅 요청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Reason 속성은 그 로깅 요청에 대한 ID를 가진다. 또한, 로깅 노드는 장

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스케쥴링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장치 관리 스케쥴링 방법에 따르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장치 관리 명령을 스케줄링하며, 특정 시점 또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장치(e.g.,단말)의 상태를 보고하고

스케줄된 프로그램(진단 프로그램, 상태 로깅 프로그램, 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 방법에 의해 로깅 로드가

생성되었다면 Reason 속성은 스케쥴링의 ID를 가진다.

상기 노드가 추가 속성을 사용하기 위하여,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 및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의 공통 속성에 ManagementType을 추가되며, ManagementType 속성은 그 노드의

종류를 알려준다. 여기서, ManagementType=Logging으로 하여 외부 장치가 그 노드가 로그 데이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속성들을 가지는 로깅 노드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장치 관리 트리의 Status

노드, Rate 노드 및 Gauge 노드는 각각 Object A, Object B 및 Object C를 포함한다. 상기 Object A, B 및 C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특정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변화되는 상태값, 주기적으로 측정된 측정값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측정

된 측정값 등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Object A, Object B 및 Object C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복사되어 Log 노드 아래에 저장된다. Log 노드는 제어 부

분이 위치하는 Control 노드와 데이터 부분이 위치하는 Logging 노드로 구성되며, 상기 Logging 노드에는 상기 도 3을 참

조하여 설명한 단계 1 내지 단계 5에 의해 로그 데이터가 저장된다.

따라서, Item1 노드는 Object A에 대한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Log/Logging/Item1/ObjectA와, Object B에 대한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Log/Logging/Item1/ObjectB와, Object C에 대한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Log/Logging/Item1/

ObjectC로 구성된다.

그리고, 로깅 트리 아래에 생성되는 노드(Log/Logging/Item1/ObjectA, Log/Loggin/Item1/ObjectB, Log/Logging/

Item1/ObjectC)들은 노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성들과 함께 그 노드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 Log/Loggin/Item1/ObjectB 노드 및 Log/Logging/Item1/ObjectC 노드는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ype 속성과 같은 일반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로그 데이터가 생

성된 이유 및 로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알려주는 로그 정보에 대한 속성으로 DataSource 속성과 Reason 속성을 가진

다.

DataSource 속성은 이 속성을 포함하는 노드의 로그 데이터가 어떤 객체로부터 복사되어 왔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Object A의 값을 저장하는 Log/Logging/Item1/ObjectA 노드는 DataSource="./Status/Amodule/ObjectA", Object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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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저장하는 Log/Logging/Item1/ObjectB 노드는 DataSource ="./Rate/ObjectB", Object C의 값을 저장하는 Log/

Logging/Item1/ObjectC 노드는 DataSource="Gauge/Buffer/Receive/ObjectC"의 값을 가진다. 즉, Object A, B, C의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를 가진다.

Reason 속성은 로깅 노드가 생성된 이유 즉, 왜 로깅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로깅 노드는 외부 장치의 로깅 요

청 또는 장치 관리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스케쥴링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Reason 속성은, 로깅 노드가 외부 장치의 로깅

요청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로깅 요청에 대한 ID를 가지며, 스케쥴링에 의해 성성된 경우 스케쥴링의 ID를 가진다.

다른 실시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추가 속성을 사용하여 이메일(Email)을 동기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메일 서버와 메일

클라이언트가 DataSync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할 때,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객체들을 메일 클라이언트와 동기

화시키기 위하여 메시지 객체 노드의 추가 속성으로 다양한 메시지 플래그(message flag)들을 사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통 속성 및 추가 속성을 가지는 메일 서버의 메시지 객체 노드를 도시한 것으로, 이에 도시된 메시

지 객체 노드들(메시지 객체1, 메시지 객체2, 메시지 객체3)은 모든 노드에 필요한 공통 속성 및 노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속성들을 가진다.

예를 들어, 공통 속성은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ime Stamp, Type,

ManagementType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Access Control List는 해당 메시지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메일

클라이언트의 리스트들을, Format은 메시지 객체 노드에 속한 자원의 인코딩 형식을, Name은 노드의 이름을, Size는 저

장된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Time Stamp는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 나타내므로, 새로운 메시지의 경우

수신된 시간을, 메시지를 읽은 후 삭제된 메시지의 경우 삭제된 시간을, 답장을 보낸 메시지의 경우 답장한 시간을 의미한

다. 그리고, 메일 클라이언트가 해당 노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ManagementType 속성을 사용한다.

상기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ime Stamp, Type 속성들은 메일 서버의 모든 노드에

필요한 노드들의 예시이나, ManagementType 속성은 추가 속성을 이용하여 노드를 관리하고자 할 때 메일 클라이언트가

해당 노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이다.

상기 메시지 객체 노드의 추가 속성으로 예컨대, Seen, Deleted, Recent, Draft, Answered 등의 메시지 플래그들을 사용

할 수 있다. Seen 속성은 메시지가 읽어졌는지에 대하여, Deleted 속성은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에 대하여, Recent 속성

은 새로 수신된 메시지인지에 대하여, Answered 속성은 답장이 보내진 메시지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며, Draft는 작성되었

으나 발송하지 않은 메시지임을 알려준다.

메일 서버에 새로운 메시지가 수신되면, 메일 서버는 수신된 모든 메일들을 메시지 객체로서 저장하고 관리한다. 도 5에서

는 3개의 메시지가 메일 서버에 수신된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MailBox 노드에는 메시지 객체1, 2 및 3이 생성된다.

상기 메시지 객체1, 2, 3은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 노드는 메시지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ManagementType=message"인 공통 속성을 가진다. 추가 속성의 값은 각 메시지 객체마다 다르며 이하에서 설명한다.

(1) 새로 수신한 메시지

-Seen=False

-Deleted=False

-Recent=True

-Draft=False

-Answered=False

새로 수신된 메시지는 아직 읽혀지지 않았으므로 Seen=False,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Deleted=False, 임시로 작성된 메시

지가 아니므로 Draft=False, 답장이 보내지지 않았으므로 Answered=False이나, 최근 수신되었으므로 Recent=True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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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장을 보낸 메시지

-Seen=True

-Deleted=False

-Recent=False

-Draft=False

-Answered=True

읽은 후 답장을 보낸 것이므로 Seen 및 Answered 속성은 True이고, 그 외의 속성들은 False 값을 가진다.

(3) 답장한 후 삭제한 메시지

-Seen=True

-Deleted=True

-Recent=False

-Draft=False

-Answered=True

읽은 후 답장을 보낸 것이므로 Seen 및 Answered 속성은 True이고, 삭제하였으므로 Deleted 속성도 True이다. 그 외의

속성들의 값은 False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속성들을 가지는 메일 서버의 메시지 객체 노드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메일 서버는 DataSync 방식

으로 메일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며, 이에 도시된 메시지 객체 노드들은 각 메시지 객체 노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메시지 플

래그(message flag) 속성들을 포함한다.

우선, 메시지 객체 노드들은 Access Control List, Format, Name, Size, Time Stamp, Time Stamp, Type 속성을 기본

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Access Control List는 해당 메시지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메일 클라이언트의 리스

트들을, Format은 메시지 객체 노드에 속한 자원의 인코딩 형식을, Name은 노드의 이름을, Size는 저장된 메시지의 크기

를 나타낸다. Time Stamp는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 나타내므로, 새로운 메시지의 경우 수신된 시간을, 메

시지를 읽은 후 삭제된 메시지의 경우 삭제된 시간을, 답장을 보낸 메시지의 경우 답장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메시지 객체 노드들은 메시지 플래그 속성으로, Seen, Deleted, Recent, Draft, Answered 등의 속성들을

포함한다. 즉,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객체 노드들을 메일 클라이언트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다양한 메시지 플

래그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Seen 속성은 메시지가 읽어졌는지에 대하여, Deleted 속성은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에 대하

여, Recent 속성은 새로 수신된 메시지인지에 대하여, Answered 속성은 답장이 보내진 메시지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며,

Draft는 작성되었으나 발송하지 않은 메시지임을 알려준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메일 클라이언트와 메일 서버와의 자료 동기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메일 클라이언트A 및

메일 클라이언트B는 DataSync 통해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메일 클라이언트는 메일 서버

와 통신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랩톱(laptop), 데스크 탑(desktop) 등이 될 수 있다.

우선, 메일 서버가 새로운 메일을 수신하면(S101) 수신된 메시지들을 위하여 새로운 메시지 객체를 생성한다(S102). 이

때, 상기 메시지 객체의 추가 속성들은 Seen=False, Deleted=False, Recent=True, Draft=False, Answered=False의

값을 가진다. 새로 수신된 메시지이므로 Recent 속성값을 True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은 False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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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메일 클라이언트A가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S103) 메일 클라이언트A와 메일 서버 간에 초기 동기화가 수행된다

(S104). 초기 동기화 과정에서 메일 서버는 읽어지지 않은 새로운 메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메일 서버는

메일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메일이 수신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다(S105). 메일 서버는 통보 메시

지를 전송한 후 Recent 속성값을 True에서 False로 변경한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한 메일 클라이언트A가 수신된 메일을 확인하고자 하면 메일 서버에 본문 Sync 요청을 전송한다

(S106). 메일 서버가 본문 Sync 요청을 수신하면 메일 클라이언트A에 본문 내용을 제공하며(S107), 메시지 객체의 추가

속성들을 변경한다. 메일 클라이언트A의 본문 Sync 요청에 의해 메시지가 읽어지게 되므로 Seen 속성값은 False에서

True로 변경된다. 따라서, 추가 속성은 Seen=True, Deleted=False, Recent=False, Draft=False, Answered=False이

된다.

그 후, 메일 클라이언트A와 메일 서버 사이의 접속이 해제되고(S108) 메일 클라이언트B가 메일 서버에 접속 요청을 하면

(S109) 메일 서버와 메일 클라이언트B 간에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다(S110). 이때, 메시지 객체의 추가 속성은 여전히

Seen=True, Deleted=False, Recent=False, Draft=False, Answered=False의 값을 가진다.

이어서, 메일 클라이언트B가 메일 서버에 메시지 삭제를 요청하면(S111) 메시지 객체의 추가 속성이 변경된다. 이미 읽은

메일을 삭제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True이었던 Seen 속성값은 변경하지 않고 Deleted 속성값은 False에서 True로 변

경된다. 따라서, 메일 서버의 메시지 객체는 Seen=True, Deleted=True, Recent=False, Draft=False, Answered=False

라는 속성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대폰, PDA, 노트북 등의 다수의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메일 서버의 메시지들을 읽거나, 삭제하

거나,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메일 서버와의 동기화를 통해 메일 서버에 기록된다.

그 후, 사용자가 다른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다시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 이전에 작업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

어 나타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모든 노드에 공통되는 속성들뿐만 아니라 해당 노드에 특유한 속성들을 노드 속성

에 포함시켜 노드의 종류에 따라 관리 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발명자는 노드마다 그에 속한 자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으로 모든 노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발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 노드에만 추가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적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속성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장치 클라이언트의 노드들의 속성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 클라이언트의 노드들의 속성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통 속성 및 추가 속성을 가지는 로깅 노드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속성들을 가지는 로깅 노드를 포함하는 장치 관리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통 속성 및 추가 속성을 가지는 메일 서버의 메시지 객체 노드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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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속성들을 가지는 메일 서버의 메시지 객체 노드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메일 클라이언트와 메일 서버와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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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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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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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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