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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을 위해 사용될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보 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시스템은 기업 전반에 분산되고,

비보안 네트워크(unsecured network)를 통해 중앙 사이트로 접속된 원격 사이트들과 보안 통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작

한다. 보안 채널은 비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어 한 개 이상의 아티팩트들(artifacts)에 대한 암호화와 식별자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는 원격 사이트로부터의 아티팩트를 액세스하고 그것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사용된다. 암호화되었지

만, 아티팩트들이 식별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캐시(cache)될 수 있다. 아티팩트들을 캐시하

는 능력은 원격 사이트들로부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대역폭을 많이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분산 정보 관리 시스템, 보안/비보안 네트워크, 아티팩트, 암호화, 식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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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 관리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a는 도 1의 정보 관리 시스템에 도시된 장치 간의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다른 동작 상태에 따른 도 1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장치 간의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2c는 다른 동작 상태에 따른 도 1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장치 간의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관리 시스템의 정보의 프로세싱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중앙 사이트

112 : 원격 사이트

120 : 데이터베이스

122 : 서버

1261∼1264 :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140 : 역 프락시 서버

150 : 프락시 서버

156 :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분산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정보 관리 시스템은 널리 사용된다. 그런 시스템은 종종 "아티팩트들(artifacts)"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아

티팩트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의해 조작되는 조직화된 형태의 데이터의 콜렉션이다. 아티팩트들은 종종 컴퓨터 파일들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한 일반 유형은,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소스 코드의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버전 제어 시스템(version control system)이다.

정보 관리 시스템은 종종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기업 내의 복수 명의 사람들이 그 아티팩트들과 작업할 수 있다. 소스 코

드 관리 시스템의 예에서,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테스트 엔지니어, 및 기업 내의 다른 이들이 모두 그 소스 코

드 파일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파일들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기업 전반에서 파일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 관리 시스템은 종종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된 서버를 포함한다. 서버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 관리 시

스템의 정보의 개별 사용자들을 위한 워크스테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아티팩트들의 복사본들을 검색하도록 한다.

사용자들이 아티팩트들을 요청하면, 그들의 워크스테이션들은 서버로 요청들을 송신하고, 그 다음,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

해 아티팩트들의 복사본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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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기업이 비교적 넓은 지리적 지역에 분산된 복수 개의 작업 사이트들을 가질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인터넷을 포함할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WAN)는 분산된 위치의 개별 워크스테이션들이 아티팩트

들의 데이터베이스로의 액세스를 갖는 서버와 통신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경로의 어떤 부분이 비보안되는 경우, 네트워크가 비보안되더라도, 보안 채널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될 수 있다. 인터넷은 비보안된 통신 경로의 일 예이다. 비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보안 채널들의

예들로는 SSL(secure socket layer) 접속 또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 있다.

보안 채널에서, 통신 프로토콜은 전송이 인터셉트되더라도, 의도되지 않은 수취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내

용을 알아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SSL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디바이스는 정보가 전송될 때 정보를 암호화한다.

정보는 또한 단편(piece)들로 쪼개질 수 있어서 전송되는 정보를 쉽게 탐지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없도록 한다. 결과적으

로, 의도되지 않은 수취인이 암호화 메커니즘을 "크랙(crack)"하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하여, 파일들이나 또는 다른 논리적

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블록들을 나타내는 전송의 부분들을 식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보안 채널 사용의 단점은 보안 채널을 통해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의 양 및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 부가되는 부하이다. SSL은 각 사용자의 세션을 위해 특정한 비대칭 키 쌍을 채택한다. 특정한 대칭 키는 데이

터가 채널에서 전송될 때 그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해 사용된다. 서버의 정보가 복수 개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분산되는 경우

에, SSL 채널들의 사용은 서버에 높은 부하를 부가한다. 기업에 의해 비보안 채널들로 상호접속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이트들과 동작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컴퓨팅 디바이스가 보안 채널을 통해 아티팩트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정보는 비보안 채널을 통해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검색하고 해독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나의 양상에서, 본 발명은 복수 개의 아티팩트들을 액세스하는 서버와, 연관된 캐시를 갖는 -캐시는 아티팩트들의 복사

본들을 저장함- 프락시 서버를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제1 요청을 통신하는 단계; 그 요청에 응답하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아티팩트에 대한 인코딩된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

클라이언트에서 프락시 서버로, 그 인코딩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2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 및 제2 요청에 응답하여, 아티팩

트의 복사본이 캐시에 저장되었을 때, 캐시로부터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아티팩트를 액세스하기 위해 컴퓨팅 디바이스를 동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안과 비보안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에 결합된 디바이스가 형성될 수 있다. 방법은, 아티팩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사용하는 단계;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요청하기 위한 비보안 채널을 사용하는 아티팩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 암호

화된 형태로 아티팩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아티팩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형태에서 복호화된 형태로 아티팩

트를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제1 사이트의 장치, 제2 사이트의 장치, 및 제1 사이트의 장치와 제2 사이트의 장치를 상호접

속하는 네트워크를 갖는 유형의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제1 사이트의 장치는 복수 개의 소스 코드 파일들

의 복수 개의 버전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및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생성하기 위해 소스 코드 파일의 한 개의

버전으로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통신하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아티팩트에 관한 네

트워크 암호화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서버를 포함

한다. 제2 사이트의 장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포함하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암호화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통해 암

호화된 아티팩트를 수신하며, 및 암호화 정보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해독하여 소스 코드 파일의 버전을 생성하

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한 도면들은 스케일링하기 위한 의도로 도시되지는 않았다. 도면들에서, 다양한 도면들에서 도시되는 각각의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컴포넌트는 유사한 부호로 표현된다. 명료성을 위해, 모든 컴포넌트가 모든 도면에서 레이블링되지는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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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정보 관리 시스템이 비보안 채널을 통한 아티팩트들의 보안 통신을 허용하여 제공된다. 아티팩트들은 암호화된 형

태로 통신되고, 아티팩트들을 수신하는 워크스테이션에 로컬인 프락시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보안 채널은 각 아티팩트에

대한 비교적 소량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 시스템은, 예를 들어, 인터넷과 같은 비보안 채널을 사용하여 중

앙 사이트로 기업의 원격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은 본 명세서에서 정보 관리 시스

템의 일 예로서 사용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시한다.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앙 사이트(110)와 원격 사이트(112)

를 포함한다. 중앙 사이트(110)와 원격 사이트(112)는, 인터넷(114)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다.

중앙 사이트(110)는 데이터베이스(120)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120)는 컴퓨터-판독가능 및 컴퓨터-기록가능 저장 매

체로부터 형성된다. 그것은 아티팩트들의 저장 및 검색을 조직화하는 제어기들을 포함한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각 아티팩

트는 중앙 사이트(110)와 원격 사이트(112)를 동작하는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인 소스 코드를 포함

하는 파일이다. 이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20)의 각 파일은 파일 이름으로 기재되고, 각 파일의 복수 개의 버전들은 데이터

베이스(120)에 저장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20)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

스의 어떤 적절한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중앙 사이트(110)는 복수 개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261, 1262,...1264)을 포함한다. 사용에서, 각 클라이언트 워

크스테이션은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의 아티팩트들을 프로세스하기 위해 중앙 사이트(110)와 원격 사이트(112)를 관

리하는 기업 내의 사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각 워크스테이션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되는 소스 코드

파일들을 생성하는 코드 개발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베이스(120)로부

터 소스 코드 파일을 검색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코드 테스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예

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또는 유사한 컴퓨팅 디바이스일 것이다.

중앙 사이트(110)는 서버(122)를 포함한다. 서버(122)는 데이터베이스(120)에 접속된다. 서버(122)는 WAN(124)을 통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261, 1262, 1263, 및 1264)의 각각에 액세스할 수 있다. 서버(122)는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된 아티팩트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전달되는 것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261,

1262,...1264)로부터의 통신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엘리먼트들의 조합일 수 있다. 서버(122)는 그런 요청들

을 수신하고 데이터베이스(120)를 액세스하여 워크스테이션으로 요청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엘리먼트들을 포함한다. 서버(122)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것처럼 HTTP 메시지들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파일 서버

일 수 있지만, 어떤 적절한 구현이 사용될 수 있다.

원격 사이트(112)는 한 개 이상의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56)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한 개의 원격 클라이

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단순성을 위해 보여지지만, 본 발명은 복수 개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이 원격 사이트들

로부터 데이터베이스(120)의 아티팩트들을 액세스할 때 가장 유용할 것이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클라

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261,...1264)과 동일한 유형의 워크스테이션일 것이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

므로,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1261... 1264)과 유사한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된 아티팩트들에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과 데이터베이스(120) 간

의 정보 흐름 경로는, 비보안 네트워크인, 인터넷(114)을 통해 전달된다.

보안 채널은 이 분야에서 알려진 것처럼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과 서버(122) 간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보

안 채널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 데이터베이스(120)의 아티팩트들을 직접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필요

가 없다.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된 아티팩트들로의 더 신속한 액세스를 하도록 하기 위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

이션(156)과 중앙 사이트(110)의 서버 간의 보안 채널은 비교적 적은 양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정보는 인

터넷(114)을 통해 비보안 채널에서 전송되는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액세스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티팩트

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외부에서 암호화될 수 있고, 이것은 더욱 효과적인 아티팩

트들의 전송을 산출할 수 있다.

비보안된 채널을 통해 아티팩트들의 전송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한 방식은 암호화된 아티팩트들이, 비보안된 위치들에서

도, 캐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티팩트들을 캐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원격 사이트(112)는, 아티팩트들을 캐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일 예인, 프락시 서버(150)를 포함한다. 프락

시 서버(150)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것과 같은 프락시 서버일 것이다. 프락시 서버(150)는 원격 클라이언트(156)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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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114) 간에 접속된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인터넷(114)을 통해, 파일들이나 또는 웹 페이지들과 같

은, 아티팩트들이 다운로드되도록 요청하면, 프락시 서버(150)는 프락시 서버(150)와 연관된 컴퓨터-판독가능 및 컴퓨터

-기록가능 메모리의 아티팩트들의 복사본들을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정보는 아티팩트들의 캐시를 형성한다.

아티팩트들에 대한 후속적 요청들은 캐시로부터 수행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량을 감소시킨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정보에 대한 추가 요청들을 생성하고, 이들 요청들은 프락시 서버(150)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다. 프락시 서버(150)가 그것의 캐시에 요청된 아티팩트를 저장했다면, 프락시 서버(150)는 그것의 캐시로부

터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게 그 아티팩트를 제공한다. 그 다음, 그 요청은 인터넷(114)으로 전송되지 않는

다. 프락시 서버(150)와 연관된 캐시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 아티팩트들이

제공될 수 있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개의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또는 여러 개의 상이한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에 의해 액세스가 되는지에 무관하게, 속도 증가는 동일한 아티팩트가 빈번하게 액세스될 때 가장 크다. 소

스 코드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 개발중인 소스 코드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티팩트들은 종종 빈번하게 액세스된다.

종래에, 인터넷(114)은 보안 채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프락시 서버들이 보통 비보안 채널을 통해 얻어

진 정보를 저장하므로, 프락시 서버들은 종종 보안되지 않는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과 서버(122) 간의 보

안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되는 아티팩트들은 암호화된다. 프락시 서버(150)가 보안되지 않는 경우에, 아티팩트들은

암호화된 형태로 프락시 서버(150)에 캐시될 수 있다.

추가적 효율성들은 중앙 사이트(110)에서 암호화된 아티팩트들을 캐시하여 얻어질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중앙 사

이트(110)는 또한 암호화된 아티팩트들의 복사본들을 저장하는 역 프락시 서버(reverse proxy server)(140)를 포함한

다. 역 프락시 서버(140)는 아티팩트들을 캐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일 예이다. 역 프락시 서버(140)는 이

분야에서 공지된 것일 수 있는 정책들에 따라 동작하는 캐시를 포함하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프락시 서버일 수 있다. 역

프락시 서버(140)는 아티팩트들을 암호화할 수 있거나, 또는 암호화된 형태로 아티팩트들을 수신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아티팩트들에 대한 요청들이 인터넷(114)을 통해 전송됨에 따라, 그들은 역 프락시 서버(140)에 도달

한다. 역 프락시 서버(140)가 그것의 캐시에 요청된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저장하면, 그것은 암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역 프락시 서버(140)가 그것의 캐시에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이미 저장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서버(122)로부터 아티팩트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서버(122)는 WAN(124)을 통해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제공

할 수 있다. 그 다음, 역 프락시 서버(140)는 그것의 캐시에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고, 인터넷(114)을 통해 암

호화된 아티팩트를 전송할 수 있다.

도 2a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관리 시스템의 엘리먼트들 간의 통신의 시퀀스를 도시한다. 교환은 서버(122)에 보안 채널을

수립하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서 시작한다. 도 2a의 실시예에서, 통신은 보안 채널(210)에서 시작된다.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이후에 개발되는지에 무관하게, 보안 채널(210)은 종래 보안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

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보안 채널(210)은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요청(212)이 서버(122)로 보안 채널을 통

해 전송되므로, 프락시 서버(150) 또는 역 프락시 서버(140)가 요청의 내용으로 액세스를 하지 않는다. 이 실시예에서, 요

청(212)은 서버(122)로 직접 전달된다.

요청(112)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제공되는 한 개 이상의 아티팩트들을 식별한다. 이 실시예에서, 각 아

티팩트는 그것의 파일 이름에 의해 식별된다. 데이터베이스(120)가 버전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경우

에, 파일 이름은 파일의 특정 버전을 식별할 수 있다. 중앙 사이트(110)의 서버(122)는 요청(212)에 번들(bundle)(214)로

응답한다.

번들(214)은 또한 보안 채널(210)을 통해 전송된다. 번들(214)은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요청된 아티팩트를 얻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 실시예에서, 번들(214)은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위한 식별자를 포

함한다. 번들(214)은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해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포함한다. 또한, 번들(214)

은 요청되는 아티팩트를 위해 준비되는, 해쉬 코드와 같은, 오류 탐지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식별자는 아티팩트에 할당된 코드이다. 데이터베이스(120)의 각 아티팩트는 서버(122)에 의해 할당되는

특정한 식별자를 가진다. 식별자는 아티팩트의 기능이나 또는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호된다. 이에 비

하여, 파일 이름들은 종종 아티팩트의 기능을 설명하도록 선택된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비보안 채널들을 통해 전송된 통

신에서 아티팩트를 참조하기 위한 식별자가 사용된다. 파일 이름 대신에 비설명적 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비보안 채널을 통한 전송의 비승인된 수취인들은 아티팩트의 암호화를 "크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감소된 정

공개특허 10-2006-0103095

- 5 -



보를 수신한다. 각 식별자는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할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별자들은 랜덤하게 할당될 수 있거나, 또

는 아티팩트들이 데이터베이스(120)에 추가되는 순서로 할당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20)가 파일들의 복수 개의 버전들

을 저장하는 경우에, 각 버전은 그것 자신의 식별자를 가질 것이다.

번들(214)과 연관된 암호화 키는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해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키이다. 다수의 암호화의 형

태들이 알려졌고, 어떤 적절한 암호화의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은 아티팩트

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가 그 아티팩트를 해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일한 키가 되도록 사용된다. 기재된 실시예에

서, 적어도 64 비트의 키들을 갖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적절한 알고리즘들의 예들로는 AES 128과 AES 256 암

호화 알고리즘들이 있다. 각 아티팩트는 특정한 암호화 키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20)가 파일들의 복수 버전들을

저장하는 경우에, 각 버전은 그 자신의 암호화 키를 가질 수 있다.

번들(214)과 연관된 오류 검사 코드는 보안의 추가 방책을 제공한다. 오류검사 코드는 중앙 사이트(110)에서 아티팩트에

동작을 수행하여 생성된다. 오류 검사 코드에 대해 생성된 값은 아티팩트를 나타내는 파일의 내용들에 따른다. 원격 클라

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그것이 수신하는 아티팩트에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번들(214)과 연관된 오류 검사

코드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의해 생성되는 오류 검사 코드와 매치하지 않으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

테이션(156)은 파일이 탬퍼링(tampering)의 결과로서 손상되거나 또는 변경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오류 검사 코드는 해싱(hashing)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다. 사용될 수 있는 해슁 알고리즘의 일 예는 SHA1 해싱 알고리

즘이지만, 오류 검사 코드를 생성하는 어떤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번들(214)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서 수신될 시에,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암호화된 아티

팩트의 복사본을 위한 요청(216)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번들(214)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식별자는 아티팩트를

위한 페이지 주소로서 역할을 한다. 원격 사이트(112)가 인터넷(114)을 통해 중앙 사이트(110)에 접속되는 경우의 예에

서, 통신은 인터넷을 통해 종래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HTTP 메시지들의 형태일 수 있다. 요청(216)은 HTTP GET 요청일

수 있다. 이 예에서, 번들(214)에 전송되는 식별자는 아티팩트를 포함하는 파일에 대한 URL의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요

청(216)은 HTTP://server/identifier의 형태일 수 있다. HTTP://server로서 표현되는 URL의 부분은 서버(122)를 위한

웹 주소를 식별한다. "식별자"로서 식별되는 URL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되는 파일과 같은, 서버(122)를 액

세스할 수 있는 특정 파일을 나타낸다.

도 1에 도시된 정보 관리 시스템이 동작을 시작할 때, 프락시 서버(150)는 그것의 캐시에 아무런 아티팩트를 포함하지 않

는다. 이 시나리오는 도 2a에 도시된다. 따라서, 요청(216)은 요청(218)으로서 프락시 서버(150)를 통과한다.

요청(218)은 인터넷(114)을 통해 역 프락시 서버(140)로 전달된다. 도 1의 정보 관리 서버가 동작을 시작함에 따라, 역 프

락시 서버(140)는 또한 아티팩트들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요청(218)은 요청(220)으로서 역 프락시 서버

(140)를 통과한다.

요청(220)은 WAN(124)을 통해 서버(122)로 전달된다. 서버(122)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의해 전송되

는 요청의 식별자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120)의 특정 아티팩트를 식별한다. 서버(122)는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 아

티팩트를 검색한다. 아티팩트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어떤 적절한 하드웨어에서 암호화될 수 있

다. 이 시나리오에서, 서버(122)는 번들(214)로 전송되는 키를 사용하여 아티팩트를 암호화한다. 그러나, 암호화가 서버

(122)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경우의 일 예로서, 데이터베이스(120)는 각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

전을 저장할 수 있고, 서버(122)는 단순히 요청된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버전을 검색할 수 있다.

어떻게 아티팩트가 저장되거나 또는 암호화되는지에 무관하게, 서버(122)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의해

시작되는 GET 요청에의 응답(222)을 준비한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과 서버(122) 간의 통신이 인터넷

(114)을 통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의 예에서, 암호화된 아티팩트는 HTTP 프로토콜에 의해 규정된 형식

에 따라 응답(222)에 포함된다.

응답(222)은 역 프락시 서버(140)로 먼저 전달한다. 역 프락시 서버(140)는 그것의 정책들에 따라 응답(222)에 포함된 암

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캐시할 수 있다. 암호화된 아티팩트는 서버(122)로부터 아티팩트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URL에 의해 인덱스되는 역 프락시 서버와 연관된 캐시에 저장될 수 있다. 동일한 아티팩트를 위한 어떤 후속 요청은 get

요청에 동일한 URL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은 아티팩트가 역 프락시 서버(140)에 캐시되는 동안, 역 프

락시 서버(140)는 그 아티팩트에 대한 후속적 요청들을 식별하여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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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아티팩트를 포함하는 응답(224)은 인터넷(114)을 통해 역 프락시 서버(140)에서 프락시(150)로 송신된다. 프락

시(150)는 또한 그것의 정책들에 따라 그것의 캐시에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다. 암호화된 아티팩트는 또한 아

티팩트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URL에 의해 또한 인덱스되는 프락시 서버(150)와 연관된 캐시에 저장될 수 있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동일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프락시 서버(150)와 연관된 캐시에 저장되는 동안에 후속

적으로 요청하면, 프락시 서버(150)는 그것의 캐시로부터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제공하여 응답할 수 있다.

암호화된 아티팩트는 프락시 서버(150)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의 응답(226)에 송신된다. 원격 클라

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14)에 포함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복호화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응답(226)에 포함되는 암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서 해독될 수 있다. 그

다음, 번들(214)에 전송되는 오류 검사 코드는 아티팩트의 해독된 코드에 적용되어 그 아티팩트의 적절한 전송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요청

된 아티팩트의 유효한 복사본을 수신했다고 결정하면, 수신확인이 송신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수신확인(230)은 보안

채널(228)을 통해 전송된다. 그러나, 수신확인을 통신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수신확인(230)은 서버(122)에 의해 사용되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 통신되는 아티팩트들의 수를 감소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관련된 파일들의 그룹을 요청하면, 이전 수신확인들로부

터의 정보가 서버(122)에 의해 사용되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게 이미 그 그룹의 파일들의 부분 집합이

제공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버(122)는 파일들의 그룹에 대한 요청에의 적절한 응답이 그룹에서 모든 파일들

보다 적은 수를 필요로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확인(230)은 모든 실시예들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 2b는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교환을 도시한다. 도 2a에 도시된 정보의 교환과 같이, 인터액션(interaction)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의해 송신되는 요청(252)에서 시작한다. 요청(252)은 보안 채널(250)을 통해 전송된다.

서버(122)는 요청(252)에 번들(254)으로 응답한다. 번들(254)은 요청(252)에서 식별되는 파일 또는 파일들에 대한 식별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번들(254)은 또한 각 요청된 파일에 대해 연관된 암호화 키와 오류 검사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보안 채널(250)을 통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 리턴된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54)에 포함된 식별자들을 사용하여 비보안 채널을 통해 아티팩트들에 대한

요청(256)을 발생시킨다. 요청(256)은 프락시 서버(150)로 전달된다. 도 2b에 의해 도시되는 교환에서, 프락시 서버(150)

는 요청된 아티팩트가 캐시되도록 한다. 아티팩트의 복사본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 또는 프락시 서버(150)

를 통해 접속된 원격 사이트(112)의 어떤 다른 워크스테이션과의 이전 인터액션의 결과로서 캐시될 수 있다.

프락시 서버(150)는 서버(122)로 요청을 하지 않고 암호화된 형태로 요청되는 아티팩트를 제공한다. 프락시 서버(150)는

암호화된 형태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포함하는 응답(258)을 생성한다.

도 2a와 연결하여 위에 논의된 것처럼,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54)에 포함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아티팩트를 해독한다. 그 다음,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45)에 포함된 오류 검사 코드를 적용하여 그

것이 요청된 아티팩트의 손상이 안 된 복사본을 정확히 수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

이션(156)은 수신확인(262)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이 수신확인(262)은 보안 채널(260)을 사용하여 서버(122)로

송신된다. 이 방식으로, 서버(122)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요청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지만, 서버(122)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요청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가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도 2b에 도시된 이 시나리오는 원격 사이트(112)가 더 큰 기업의 개발 사무실일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호교환일 것이다.

원격 사이트(112)는 특정 제품을 위한 개발하의 소스 코드 파일들의 최신 버전을 모두가 액세스하는 복수 명의 개발자들

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발자는 매일 소스 파일들 각각의 복사본들로 로드되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156)과 같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HTTP와 같은, 비보안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들을

전송하기 위해, 프락시 서버(150)는 특정 파일들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로 전송되어 그들의 복사본들을 캐시

함으로서 그 특정 파일들을 식별할 수 있다. 프락시 서버(150)가 비보안된 서버일지라도, 아티팩트들로의 비승인된 액세

스는 그들이 암호화되므로 아티팩트들에 대해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프락시 서버(150)가 아티팩트들이 전송되

면서 아티팩트들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그들을 캐시하여 그 아티팩트들에 대한 후속적 요청들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인터넷(114) 또는 원격 사이트(112)와 중앙 사이트(110) 간의 어떤 다른 접속을 통해 전송된 정보의 양은 크

게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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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부터 송신된 아티팩트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트랜

잭션(transaction)을 도시한다. 이 도면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으로부터의 요청(272)이 송신된다. 요청

(272)은 인터넷(114)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보안 채널(270)을 통해 송신된다. 요청(272)은 서버(122)로 전달되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에 제공될 아티팩트 또는 아티팩트들을 식별한다.

서버(122)는 번들(274)을 송신하여 요청(272)에 응답한다. 번들(274)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이 적절한 아

티팩트를 위한 요청을 형성할 수 있는 식별자를 포함한다. 번들(274)은 또한 암호화 키 및, 오류 검사 코드와 같은, 아티팩

트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74)에 포함된 아티팩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요청(276)을 생성한다. 요

청(276)은 번들(274)의 식별자를 사용하여 아티팩트에 대한 요청을 형식화한다. 요청(276)은 본 명세서에서 프락시 서버

(150)에 전달되기 위해 도시된다.

이 예에서, 프락시 서버(150)는 그것의 캐시에 요청되는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요청(278)은 프락시

서버(150)로부터 생성된다. 요청(278)은 인터넷(114)을 통해 역 프락시 서버(140)로 전달된다.

도 2c에 도시된 예에서, 원격 프락시 서버(140)는 그것의 캐시에 요청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따라서, 역 프락

시 서버(140)는 요청(278)에 응답하여 응답(280)을 생성한다. 응답(280)은 요청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포함한다. 아티

팩트는 어떤 적절한 프로토콜로 전송될 수 있지만,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들에서, HTTP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아티

팩트는 암호화된 형태로 전송된다.

응답(280)은 인터넷(114)을 통해 프락시 서버(150)에 전달된다. 프락시 서버(150)가 그것의 캐시에 저장된 요청된 아티

팩트의 복사본을 갖지 않으므로, 프락시 서버(150)는 응답(280)에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아티팩트는 요청(276)

에 사용되는 URL에 의해 인덱스되는 프락시 서버와 연관되는 캐시에 저장될 수 있다. 요청(276)에 사용되는 URL은 실제

파일 이름보다는 번들(274)에 제공되는 식별자를 사용한다.

프락시 서버(150)는 암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응답(282)의 일부로서 전달한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

은 응답(282)을 수신한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번들(274)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응답(282)에 포함되는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해독할 수 있다.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또한 오류

검사 코드를 해독된 파일에 적용하여, 파일이 원격 사이트(112)와 중앙 사이트(110) 간의 네트워크 접속의 비보안된 부분

들을 통해 전송되는 동안에 그 파일이 손상되거나 탬퍼링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156)은 서버(122)에 수신확인(286)을 송신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수신확인(286)

은 보안 채널(284)를 통해 전송된다.

프락시 서버(150)와 역 프락시 서버(140)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도 2c는 역 프락시 서버(140)를 포함하는 이득을 기업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도시한다. 역 프락시 서버(140)는 WAN(124)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

것은 또한 서버(122)가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의 아티팩트들을 암호화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양을 감소시킨다.

도 3은 정보 관리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보안 접속을 시작하는

블록(310)에서 시작한다, 클라이언트는 도 1에 도시된 (156)과 같은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일 수 있다. 그러나, 동

일한 프로세스가 중앙 사이트에 위치된, 1261, 1262,... 1264과 같은, 클라이언트들에 채택될 수 있다.

블록(312)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의 한 개 이상의 파일들을 요청한다. 블록(312)에 송신된 요청은 한 개 이상의 파

일들을 식별할 수 있다. 요청이 보안 채널을 통해 송신되므로, 요청은 각 파일을 이름이나 또는 어떤 식별 형식으로, 그것

이 기업 내에 보안적으로 보유되는 것이 선호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더라도, 각 파일을 식별할 수 있다. 어떤 적절

한 형식은 한 개 또는 복수 개의 파일들을 요청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 개의 파일들에 대한 요청은 개별

파일들에 대한 일련의 요청들로서 형식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적절한 형식이 채택될 수 있다.

블록(314)에서, 서버는 요청된 파일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번들으로 응답한다. 번들은 비보안된 채널을 통해 보안된

방식으로 파일들을 액세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 예에서, 번들은 파일을 요청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식별자를 각 파일에 대해 포함한다. 번들은 또한 각 파일에 대해 암호화 키를 포함한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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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키는 파일들의 각각에 대해 상이한 것이 선호된다. 각 파일에 대해 개별적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것은, 한 개의 암호

화 키가 손상되더라도,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정보의 단지 비교적 적은 퍼센트만이 손상되도록 하는 것을 확실

하게 한다. 번들은 요청된 파일에 대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위에 기재된 예들에서, 추가적 정보가 오

류 검사 코드에 포함되어, 파일의 전송이나 또는 탬퍼링에서의 오류들이 식별될 수 있다. 번들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가능

한 정보는 파일의 크기, 데이터베이스(120)에 그것이 저장된 날짜, 또는 파일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유용한 다른 정보

일 수 있다. 번들이 복수 개의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는 어떤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보는, 각 파일 당 한 개의 집합으로, 데이터 집합들의 스트림으로서 형식화되어 제공될 수 있다.

블록(316)에서, 클라이언트는 번들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비보안된 통신 채널을 통해 한 개 이상의 파일들을 요청한

다.

결정 블록(318)에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를 하는 프락시 서버로부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진다.

만약 그렇다면, 프로세싱은 프락시가 파일을 제공하는 블록(320)으로 진행한다. 파일은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된다.

결정 블록(318)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이 로컬에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결정되면, 프로세싱은 블록(330)으로 진

행한다. 블록(330)에서, 프락시는 중앙 위치로 파일 요청을 전달한다.

결정 블록(322)에서, 중앙 위치의 역 프락시는 그것이 요청된 파일의 복사본을 캐시했는지를 판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프

로세싱은 역 프락시가 그 파일을 제공하는 블록(338)으로 진행한다.

역 프락시가 그 파일을 캐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프로세싱은 블록(334)으로 진행한다. 블록(334)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

리하는 서버는 요청된 파일을 검색한다. 암호화는, 서버(122)일 수도 있는, 어떤 적절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

지만, 다른 서버들 또는 컴퓨터들이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블록(336)에서, 파일이 암호화된다.

프로세스는 블록(338)에서 계속한다. 역 프락시 서버가 그것의 캐시로부터 파일을 얻거나 또는 중앙 위치에서 서버에 의

해 제공되는 파일의 버전을 암호화하는지에 무관하게, 블록(338)에서, 역 프락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파일을 제공

한다.

파일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면, 프로세싱은 블록(340)에서 계속된다. 암호화된 파일이 역 프락시에 의해 또는 클라이언

트 근처 사이트의 프락시에 의해 제공되든지에 무관하게, 프로세싱은 블록(340)으로 진행한다. 블록(340)에서, 원격 클라

이언트는 그 파일을 해독한다. 그 다음, 그 해독된 파일은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 관리 시스템과의 인터액션을 제어하는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는 프로토콜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층의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다.

파일들이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실시예들에서, 프락시 서버와 역 프락시 서버(140)는 현재 알

려진 또는 이후에 개발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프락시 서버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종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엘리먼트들일 수 있다.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이후에 개발되는지에 무관하게, 유사하게, 서버(122)와 데이터베이스

(120)는 종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액세스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서버(122) 또는 역 프락시

서버(140)는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되어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원격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발생된 요청들에 응답하여 번들

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소프트웨어는 중앙 사이트에서 또는 중앙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버에 병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프로그램은 프로토콜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병합될 수 있다.

다양하고 상이한 실시예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들은, 비보안 네트워크에 노출된 아티팩트들 중의 어떤 것에

대한 정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코드화된 식별자를 사용하여 비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된다고 기재된다. 아티팩트

에 대해 이름 또는 다른 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경우에, 요청이 코드화된 식

별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예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의 해독이 원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발생한다고 기재되었다. 복호화 프로세스는

어떤 적절한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프락시 서버(150)로의 비승인된 액세스가 염려가 안 되는 경우에, 프락시 서버

(150)는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의 캐시에 아티팩트들의 해독된 복사본들을 저장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원격 사

이트(112)의 분리된 프로세서가 아티팩트들의 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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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암호화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는 또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된 아티팩트들은 데이터베이스(120)

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런 실시예에서, 서버(122)는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들 1261, ...1264 또는

서버(122)에 접속된 다른 프로세서들에 파일들을 제공하기 전에 그 파일들을 해독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클라이언트 워

크스테이션들 1261, ...1264은 암호화된 아티팩트들을 수신할 수 있고, 사용하기 전에 그들을 해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방식으로 프로세싱 부하를 재분산하는 것은, 원격 사이트들로 분산된 정보의 양이 중앙 사이트(110)에서 사용되는 정

보의 양과 비교하여 큰 경우에 바람직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중앙"과 "원격"은 아티팩트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하기 위해 아티팩트들을 수신하는 프로세서 간의 네트워크 접속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데이터베이스

(120)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중앙의 위치에 저장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한 개의 실시예의 여러 양상들을 기재했으므로, 다양한 변경, 수정, 및 개선을 당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

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 변경, 수정, 및 개선은 이 개시의 일부인 것으로서 의도되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의도된다. 따

라서, 전술한 설명과 도면들은 단지 예일 뿐이다.

본 발명의 상술한 실시예들은 다수의 방식들 중의 어떤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예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또는 그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구현될 때, 소프트웨어 코드는, 한 개의 컴퓨터에 제공되

거나 또는 복수 개의 컴퓨터들 간에 분산되는지에 무관하게, 어떤 적절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들의 집합에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방법들과 프로세스들은 다양한 운영 시스템들 또는 플랫폼들 중의 어떤 것을 채택하는

한 개 이상의 프로세서들에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로서 코드화될 수 있다. 또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적절한 프로

그래밍 언어들 및/또는 종래의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팅 툴들 중의 어떤 것을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고, 또한 실행가능한

기계어 코드로서 컴파일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 발명은, 한 개 이상의 컴퓨터들 또는 다른 프로세서들에서 실행될 때, 위에 논의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수행하는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로 인코드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또는 복수 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메모리, 한 개 이상의 플로피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로서 구

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또는 매체들은, 거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들이 한 개 이상의 다른 컴퓨터

들 또는 다른 프로세서들에 로드되어 위에 논의된 것처럼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송가능하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세서를 프로그램하여 위에 논의된 것처럼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구현

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컴퓨터 코드 또는 명령들의 집합을 일컫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본 명세서에서 사

용된다. 추가하여, 이 실시예의 일 양상에 따라, 실행될 때 본 발명의 방법들을 수행하는 한 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 한 개의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다수의 상이한 컴퓨터들 또는 프로세서들 간에 모듈형(modular)

방식으로 분산되어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구현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은 단독으로, 조합하여, 또는 전술에서의 실시예들에서 특정하게 논의되지 않은 다양한 배치들에

서 사용될 수 있고, 그러므로 전술된 설명에 기재되거나 또는 도면들에 도시된 컴포넌트들의 세부사항들과 배치로만 그것

의 응용에서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 기재된 양상들은 다른 실시예에서 기재된 양상들과 어떤 방식으

로 조합될 수 있다.

또한, 단계들의 타이밍과 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a∼2c에 의해 도시된 인터액션들은 요청을 발생시키고

특정 아티팩트에 관련된 식별자와 암호화 키를 수신하는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한다. 한 개의 아티팩트에 대한 식별자

와 암호화 키가 변경될 수 있음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각 원격 클라이언트가 그것이 파일을 요구하는 각 시간에 식별

자와 암호화 키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파일에 대한 식별자와 암호화 키의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전에 얻어서 저장했던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216, 256, 또는 276)과 같은 요청들을

생성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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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엘리먼트를 수정하기 위해 청구범위에서 "제1", "제2", "제3" 등과 같은 순서적 용어들의 사용은 어떤 우선순위, 선

행관계, 또는 한 청구항 엘리먼트의 다른 엘리먼트에 대한 순서, 또는 방법의 단계들이 수행되는 임시 순서를 그 자체가 내

포하지는 않고, 청구항 엘리먼트들을 구별하기 위해 특정 이름을 갖는 한 개의 청구항 엘리먼트를 동일한 이름을 갖는 다

른 엘리먼트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단지 레이블들로서 사용된다(그러나, 순서적 용어의 사용을 위해).

또한, 본 명세서에 사용된 어법과 용어는 설명 목적일 뿐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본 명세서에서 "

포함하는(including)", "포함하는(comprising)", 또는 "갖는(having)", "포함하는(containing)", "관련되는(involving)", 및

그들의 변형들의 사용은 이후에 리스트되는 항목들 및 그들의 동등물들 및 추가적 항목들을 포함하려고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중앙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분산 정보 시스템

이 개시된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아티팩트(예를 들어, 파일)에 대한 암호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암호화 정보를 바탕으로 프락시의 캐시 또는 서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암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수신하

여 해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취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은 로컬 프락시의 캐시에 저장되어, 추후 관련된 요청시에 꺼내서

사용되므로 서버와의 불필요한 통신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아티팩트들(artifacts)로 액세스를 하는 서버와, 프락시 서버(proxy server)로 액세스를 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방법으로서,

상기 프락시 서버는 연관된 캐시(cache)를 가지며, 상기 캐시는 아티팩트들의 복사본들을 저장하고,

상기 방법은,

a)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서버로 아티팩트에 대한 제1 요청을 통신하는 단계,

b)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아티팩트에 대한 인코딩된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

c)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프락시 서버로, 상기 인코딩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2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이 상기 캐시에 저장될 때, 상기 제2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캐시로부터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

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이 상기 캐시에 저장되지 않을 때 상기 서버에 선택적으로 상기 제2 요청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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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티팩트에 대한 인코딩된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는 상기 아티팩트에 대한 식별자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아티팩트에 대한 인코딩된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는 상기 아티팩트에 대한 암호화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및

b) 상기 캐시로부터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아티팩트의 상기 암호화된 복사본을 해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1 요청을 통신하는 단계는,

a)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 간의 보안 접속을 수립하는 단계, 및

b) 상기 보안 접속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보안 접속을 수립하는 단계는 SSL(secure socket layer) 접속을 수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제2 프락시 서버에 결합하고, 상기 제2 프락시 서버는 제2 캐시를 구비하며,

a) 상기 방법은 상기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캐시에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및

b) 상기 아티팩트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캐시로부터 상기 아티팩트의 상기 암호화된 복사본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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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아티팩트(artifact)를 액세스하기 위해 컴퓨팅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디바이스는 보안 채널과 비보안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상기 방법은,

a)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보안 채널을 사용하는 단계,

b) 상기 비보안 채널을 통해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에 대한 요청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상기 정보를 사

용하는 단계,

c) 상기 비보안 채널을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상기 아티팩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암호화된 형태에서 해독된 형태로 상기 아티팩트를 변환하기 위해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상기 정보를 사용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상기 정보는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상기 정보는 식별자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상기 정보는 오류 탐지 코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티팩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사용하는 단계는 복수 개의 아티팩트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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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가 상기 아티팩트의 복사본을 수신했음을 나타내는 통신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 사이트의 장치, 제2 사이트의 장치, 및 상기 제1 사이트의 장치와 상기 제2 사이트의 장치를 상호접속하는 네트워크를

갖는 유형의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으로서,

a) 상기 제1 사이트의 장치는,

i) 복수 개의 소스 코드 파일들의 복수 개의 버전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ii) 서버로서,

A)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생성하기 위해 소스 코드 파일의 버전을 암호화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통신하는 단계,

C)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에 관한 암호화 정보를 통신하는 단계

를 위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서버를 포함하고,

b) 상기 제2 사이트의 장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ⅰ) 상기 암호화 정보를 얻는 단계,

ⅱ)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ⅲ) 상기 암호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를 해독하여 상기 소스 코드 파일의 상기 버전을 생성하는 단계

를 위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의 상기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이한 암호화 키로 소스 코드 파일의 복수 개의 버전들의 각각을 암호화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한 캐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캐시는 복수 개의 암호화된 소스 코드 파일들을 저장하는 소스 코드 제

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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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a) 상기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는 제1 유형 식별자와 연결하여 복수 개의 소스 코드 파일들의 상기 복수 개의 버전들의 각각

을 저장하고,

b) 상기 서버의 상기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아티팩트에 관한 제2 유형 식별자를

통신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고, 및

c) 상기 캐시는 상기 제2 유형 식별자와 연결하여 상기 복수 개의 암호화된 소스 코드 파일들을 저장하는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a) 복수 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을 더 포함하고, 그 각각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페이지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적응되

는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및

b) 상기 캐시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되는 상기 페이지들을 캐싱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들을 추가로 저

장하는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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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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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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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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