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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어플라이언스, 핸드 헬드, 팜톱 장치, 스마트폰, 인텔리전트 페이저와 같은 클라이언트와 이들의 원격 
복제 소스간의 동기화 확장성(scalability)을 증가시키고 관리 능력(manage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분
산된 동기화 논리 및/또는 변환 코드들을 채택하는 동기화 프록시 또는 동기화 서버 논리, 프로세스 및 장치에 관한 것
이다.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적
응형 동기화 서버의 일 예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
션인 동기화 논리 -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동기화 서버와 원거리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
서도 위치할 수 있음- 와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터 논리와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
를 검색하고,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하여,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사용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
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된 동기화 핸들러 논리를 포함한다.
    

    
상기 동기화 요청은 원격 복제 호스트와 동기화 논리를 명백하게(또는 디폴트에 의해) 식별할 수 있거나 또는 원격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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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스트와 동기화 논리를 식별하기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 저장 정보의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동
기화 요청은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근거리 또는 원격
의)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장치 고유의 변환 코
드에 기초하여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적응형 동기화, 동기화 프록시, 원격, 핸드 헬드 장치, 변환 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동기화 프록시 기법(sync proxy approach)의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특징을 지니는 핸드 헬드 장치로서 구현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동기화 프록시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복제 호스트(replica host) 형태의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핸드 헬드 동기화 억셉터(handheld sync accepto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6은 본 발명의 프록시 동기화 억셉터(proxy sync accepto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7은 본 발명의 핸드 헬드 동기화 핸들러(handheld sync handle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8은 본 발명의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proxy sync handle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9는 본 발명의 프록시 캐시 매니저(proxy cache manage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10은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을 처리하는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11은 데이터 매니저 또는 복제 매니저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12는 복제 호스트에서의 복제 매니저 또는 핸드 헬드 장치에서의 데이터 매니저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13은 본 발명의 프록시 적재 매니저(proxy load manager)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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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보 관리 시스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클라이언트 내의 데이터와 그 데이
터 복제본 사이에 일어나는 갱신 동기화 및/또는 변환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반도체, 저장장치, 디스플레이 기술의 빠른 진보에 따라서, 때때로 네트워크에만 접속될 수 있는 핸드 헬드(hand held) 
또는 이동 기기들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또, 3Com사의 PALM PILOT TM 과 같은 이동 기기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다목적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LM PILOT TM 사용자는 오피스 데스크탑의 로터스 NOTESTM 이-메일 시
스템과 동기화 될 수 있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다. 또, PALM PILOT TM 에는 인터넷에 위치한 잘 알려
진 주식 시세 사이트와 동기화 함으로써 갱신되는 주식 시세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홈 PC 재정 소프트웨
어와 동기화 될 수 있는 PALM PILOT TM 지출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장치 내에서 다양한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형 컴퓨터들에서 실행되는 [로터스 NOTESTM , 마이크로소프트 EXCHANGETM , 파
일 시스템들, 관련 데이터베이스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object-oriented database)들과 같은] 다양한 정보 관리 
시스템들 내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동기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메일과 같은) 어떤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은 
(PALM PILOT TM , 샤프의 ZAURUSTM , 프손 PLC의 PSION TM ,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CETM 를 실행
하는 다양한 다른 팜탑 장치들과 같은) 상이한 핸드 헬드 장치들에 대한 상이한 버전들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PALM PILOTs TM 과 같은 핸드 헬드 장치들은 대체로 가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짧은 동안에만 접속을 지속이 유지하
기 때문에, 핸드 헬드들의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네트워크형 컴퓨터 내의 상대편 애플리케이션 간의 동기화 프로세스
는 (핸드 헬드들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동안 동기화 프로세스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 위해서) 매우 효과
적이어야 한다. 핸드 헬드 장치들이 대체로 낮은 CPU 파워와 적은 계산 메모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기화 프로세스들
은 주로 핸드 헬드 장치들 내부에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여기서, 핸드 헬드 장치들로부터 데이터의 복제본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복제 호스트(replica host) 또는 복제 소스(re
plica source)라 한다. 핸드 헬드 장치들이 일반적으로 복제 호스트 보다 낮은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지니기 때문에, 
핸드 헬드 장치들은 대체로 동기화를 그들의 복제 호스트, 예컨대 데스크탑 PC 내에서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동기화는 
먼저 (예를 들어, PALM PILOT TM 내의 HotSync 버튼과 같은) 핸드 헬드 장치 버튼을 누르면 시작된다. 이 버튼을 
누른면 즉시, (예를 들어,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PC) 내의 PALM PILOT TM 의 HotSync Manager와 같은)복제 호
스트 내의 동기화 매니저 소프트웨어가 동기화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PALM PILOT TM 의 경우에, HotSync 매니저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논리를 통해서 PALM PILOTTM 와 데스크탑 PC간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동기시키는 (PALM P
ILOTTM 에서 콘듀트(conduit)라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PALM PILOT TM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동기화를 처리한다. 만일 다중 애플리케이션들이 동기화 될 필요가 있으면, HotSync Manager는 해당하는 각 
Conduit들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이러한 기법에 기초해서, 동기화는 항상 하나의 PC와 하나의 핸드 헬드 장치 사이에
서 처리된다. 다중 핸드 헬드 장치들과 하나의 PC간의 자발적인 동기화는 가능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복제 호스트에서 동기화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PALM PILOT TM , ZAURUSTM , PSION TM 와 같은) 다수의 상이한 핸드 헬드 장치들에 의해 각각 공유될 수 있는 (
이-메일, 캘린더, 어드레스 북과 같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각각의 
상이한 장치들에 대해 상이한 동기화 논리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들과 모든 장치들에 대한 동기화를 적
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제 호스트는 다수의 상이한 버전의 동기화 프로세스 버전을 설치 및 관리하여 상이한 핸드 헬
드 장치를 제어한다. 그래서, 복제 호스트들에서 동기화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는 것은 상이한 핸드 헬드 장치들과 그들
의 동기화 프로세스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다수의 복제 호스트들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양한 핸드 헬드들과 동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룹웨어 서버, 또는 퍼스널 데스크
탑 컴퓨팅 장치와 같은 정보 서버로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제 호스트들에서 동기화를 실행하는 것은 복제 호스
트들의 중요한 임무와는 거리가 멀다.

다중 핸드 헬드 장치와 복제 호스트간의 동기화를 관리하는 보다 효율적인 기법은, 핸드 헬드와 복제 호스트 양쪽을 대
신해서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해 영구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유지하는 동기화 프록시(synchronization proxy) [동기화 
서버(synchronization server;syn server) 또는 동기화 프록시 서버(synchronization proxy server;syn proxy)]
를 배치하는 것이다(이런 복제본을 관리하는 장치도 역시 영구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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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핸드 헬드는 먼저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일단 접속되면, 동기화를 위한 목표 복제 호스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대신, 동기화 프록시(sync proxy)에 대해 동기화 요청(synchronization request)을 한다. 이러
한 요청을 수용하자마자, 동기화 프록시는 목표 복제 호스트에 대한 접속을 설정해서 핸드 헬드와 그것의 복제 호스트 
양쪽에 대한 입/출력 요청들을 발행함으로써 동기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동기화 프록시의 직접적인(straightforwar
d) 설계는, 프록시가 복제 호스트들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핸드 헬드 장치 타입들과 모든 정보 관리 시스템 타입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특정 장치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동기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애플리케이
션이, 핸드 헬드 데이터의 복제본을 관리하는 모든 정보 관리 시스템들과 모든 핸드 헬드 장치 타입들간의 어떠한 조합
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기록되는 고유한 동기화 프로그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핸드 헬드 장치
에 기초한 PALM PILOT TM 및 WINDOWS CETM 과, PC 용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CHANGETM 및 로터스 NOTES

TM 이-메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동기화 프록시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4개의 상이한 동기화 프로그램
들을 관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동기화 프로그램은 PALM PILOT TM 과 EXCHANGETM 간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동기화 프로그램은 PALM PILOTTM 과 로터스 NOTESTM 간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며, 세 번째 동기화 프로그램
은 WINDOWS CETM 와 EXCHANGETM 간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며, 네 번째 동기화 프로그램은 로터스 WINDOWS 
CETM 와 로터스 NOTESTM 간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프록시 서버의 직접적인 설계의 다른 측면은 핸드 헬
드 데이터의 복제본을 관리하는 특정 정보 관리 시스템과 동기화 프록시간의 동기화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다른 핸드 
헬드 장치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핸드 헬드 장치들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것은 동기화 프록시이
지 각각의 복제 호스트가 아니다. 실질적인 동기화 프로세스들은 동기화 프록시들에 의해 실행된다. 동기화가 이루어지
는 동안, 핸드 헬드 및 복제 호스트 양쪽의 역할은 단지 동기화 프록시에 의해 이루어진 동기화 입/출력 호출에 응답하
는 것이다. 이러한 호출들은 대개 부가, 검색, 삭제, 갱신 정보의 형태이다. 따라서, 핸드 헬드와 복제 호스트 양 쪽 대
한 계산의 부담과 동기화 논리의 복잡성은 상당히 감소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동기화 프록시 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장치 타입들을 위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과 모든 복제 호
스트들을 위한 어떤 정보 관리 시스템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동기시키기 위해서는,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
기화 프록시가 목표 애플리케이션, 장치, 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초한 특정 동기화 논리를 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다. 현재의 직선적인 동기화 프록시 기법은 먼저, 적절한 동기화를 위해 요구되는 동기화 논리 변화(synchronizatio
n logic variation)의 전체 수를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지원을 적은 수의 애플리케이션들, 장치들, 정보 관리 시스템들
로 제한하고, (동기화 실행시간 동안)동기화 논리를 자신의 디스크 메모리에 저장된 동적으로 연결 가능한 코드들로서 
미리 구성함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법의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다양한 동기화 논리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다.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장치들, 관리 정보 시스템들이 하나의 조직에 의해 지원된다면, 동기화 논리 변화의 수는 
대단히 증가한다. 그래서 각각의 동기화 프록시는 적절한 동기화 논리를 연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다중 동기화 
프록시가 배치된 조직에서는, 1개의 동기화 논리에 대한 어떠한 변화 및 갱신은 그 변화 및 갱신을 모든 동기화 논리의 
적당한 파일에 전달해야 하는 소프웨어 관리 작업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동기화 논리의 관리 개선이 본 발명의 한
가지 목적이다.
    

    
현재의 직선적인 동기화 프록시 기법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동기화 논리가 동기화 프록시의 제작자에 의해 미리 코
드 되며, 또한 그 제작자들 중 일부는 사용자가 동기화 논리를 증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동기화 프록시 제작자들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장치, 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제작자들은 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숙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원의 범위를 제한해야만 
한다. 더 많은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들, 더 많은 핸드 헬드 장치들, 더 많은 관리 정보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현재의 동기화 프록시들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런 제한을 다룬다.
    

    
더욱이, 직선적인 동기화 프록시는 동시에 발생하는 동기화 요청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위가 동기화 프록시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컴퓨팅 파워에 의해 제한되는 독립형 시스템이다. 적재 균형(load balancing)의 관점에서 동기
화 프록시들간의 협동은 직선적인 동기화 프록시 기법에서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동기화 프록시들간의 협동의 부족이 
일부 동기화 요청들이 연기되거나 또는 서비스되지 않게 하는 불균형 적재를 프록시들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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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필요에 따라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들간의 갱신 동기화를 수행할 때 계산 플랫폼과 매개물로서 작용하는 동기화 
프록시(또는 동기화 서버)를 위한 개선된 방법, 장치, 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제공하며,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예에는, 인
터넷 애플리케이션, 핸드 헬드 또는 팜톱 장치, 스마트폰 또는 인텔리전트 페이저, 이들 장치들로부터 데이터의 복제본
을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정보 관리 시스템들이 거의 모든 시간에 접
속되어 있는 반면에, 클라이언트들은 그 시간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의 시간에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다. 클라이
언트 장치들 내의 데이터 및/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들 내의 그들의 복제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가 동기화 프록시로부터 동기화 서비스들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핸드 헬드 장
치는 동기화 프록시로 동기화 요청을 발행한다. 동기화 요청은 동기화 될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수 있
다. 동기화 요청이 수락된 후, 동기화 프록시는 이러한 핸드 헬드 장치들에 대해서 동기화될 것을 요청 받은 모든 애플
리케이션들에 대한 동기화를 일련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동기화 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핸드 헬드는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는 동기화 식별자(sync identifier),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제 호스트의 
ID,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특정의 동기화 논리(sync logic)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ID 및 상기 핸드 
헬드 장치를 위한 장치 고유의 데이터 변환 방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ID(변환 코드(transformation code))를 제
공할 수 있다. 상기 ID들은 고유의 식별자(또는 고유 이름)와 이런 정보가 검색될 수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핸드 헬드 장치가 정보를 직접 동기화 프록시에 송신하는 
대신에, 핸드 헬드 장치는 사용자, 핸드 헬드 장치,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식별 정보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상기 세 가지의 정보(즉,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복제 호스트의 ID, 애플리케이션의 동기화 논리의 ID, 핸드 헬드 
장치에 관한 변환 코드의 ID)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만을 포함할 수 있는 동기화 식별자를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을 지니는, 클라이언트와 이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remote h
ost replica)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적응형 동기화 서버(adaptive sync server)의 일 예에는,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된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와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터 논리(sync acceptor logic); -여기서,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여 동기화 서버와 원격 복제 호스트
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고, 
상기 원격에 접속하여,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사용하여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된 동기화 핸들러 논리(sync handler logic)가 포함된다. 또, 상기 동기화 요청
은 동기화 동안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 특정의 변환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동기화 핸들러 논리는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상기 장치 특정의 
변환 코드에 기초하여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여기서, 장
치 특정의 변환 코드(device specific transformation code)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국부적으로 또는 원격으
로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포함하는 적응형 동기화 서버의 일 예는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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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remote host replica)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적응형 동기화 서버(adaptive syn
c server)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
인 동기화 논리(sync logic)- 동기화 요청(sync request)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복제 호스트(replica host)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
화 억셉터 논리(sync acceptor logic)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
를 검색하며,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하고, 상기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화 핸들러 논리(sync handler logic)를 포함하는 적응형 동기화 서버
이다. 또한, 상기 동기화 요청은 동기화 도중에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device specific transformation)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동기화 핸들러 
논리는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상기 네트워크 상
의 어느 곳에서도 원격으로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 특징을 포함하는 적응형 동기화 서버의 다른 예는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
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적응형 서버에 있어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상의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장치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 -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
기 동기화 서버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와 상기 원
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터 논리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원격 변환 코드를 검색하
며,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동
기화 핸들러 논리를 포함하는 적응형 서버이다. 상기 요청은, 동기 요청에 응답할 때,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된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캐이션인 동기 논리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 요청과 상기 동기 논리를 검색하고, 상
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하여 상기 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
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서, 상기 동기화 프록시가 상기 핸드 헬드 장치들로
부터 만들어진 동기화 요청들을 수신, 수용,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동기화 프록시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동기화 요청을 수신할 때 하나 이상의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기화 및/또는 변환을 처리한다. 각
각의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프록시는, 상기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에 의해 특정화된 디렉토리 서비스로부터 간접적으로, 상술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복제 호스트 ID, 동기화 
논리 ID, 변환 코드 ID를 수신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동기시키기 위해, 동기화 프록시는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
에 의해 송신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논리 ID로 특정화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부터 이 애플리케이션과 연관
된 동기화 논리를 검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기화 프록시는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검색된 자신의 복제 호스
트 ID에 기초하여 이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복제 호스트와의 네트워크 접속을 설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를 처리하기 위해, 동기화 프록시는 이 애플리케
이션에 대해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실행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논리의 실행 동안, 데이터 변환이 요청되
면, 동기화 프록시는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변환 코드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접속을 한다. 변환 코드의 네트워크 어
드레스는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에 의해 송신된 변환 코드 ID의 일 부분이다. 다음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동기시키
면서 상기 동기화 논리의 처리 동안 이 변환 코드를 실행할 필요가 있으면, 동기화 프록시는 데이터 변환을 진행한다. 
본 발명이 동기화 논리를 기입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동기화 프록시가 원격 복제 호스트로부터 동기
화 논리를 검색하고 이 논리를 실행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애플릿과 같은 자바 프로그램이 원격 복제 호스트로부터 웹
브라우저에 의해 다운적재 될 수 있고 웹 프로세싱 동안 국부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웹 프로세싱이 
가능한 기존의 자바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과정은 동기화 논리와 변환 코드로 나누어진다. 동기화 논리가 
동기화 작업들의 애플리케이션 특정의 과정인 반면, 변환 코드는 두 타입의 장치들간의 장치 의존적인 변환 프로세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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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두 가지의 분리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논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메이커에 의해 제공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반면, 변환 코드는 이 변환 코드가 적용하는 핸드 헬드 장치의 메이커에 의해 제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화 프록시들은 이들 동기화 또는 변환 과정들을 더 이상 저장 및 유지하지 않는다. 이들이 해야 할 필요
가 있는 모든 것은, 동기화 동안 적절한 동기화 논리 및/또는 변환 코드들을 검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동기화 프
록시들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의존적이고 장치 의존적인 동기화 및/또는 변환 과정들의 관리 프로세스들을 대단히 개선
한다.
    

또한, 이러한 기법은 동기화 프록시들의 메이커들이 애플리케이션과 장치들에 특정한 동기화 과정들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장치 의존적인 동기화 과정들이 적절하게 개발 및 유지되고 이들의 각
각의 메이커들에 의해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한, 동기화 프록시들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장치들, 관리정보
시스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동기화 프록시는 이들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이 동기화 프록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미리 동기화 논리 또는 변환 코드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캐시를 배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캐시 형태의 일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화 프록시는 메모리 블록(주 메모리 또는 디스크 공간)을 
캐시로서 준비한다. 동기화 프록시는 (예를 들어, 이들의 고유 수단에 기초한) 캐시된 동기화 논리 또는 변환 코드를 조
사하고 검색하기 위한 인텍싱 방법(indexing method)을 채택할 수 있다. 캐시된 정보(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기화 논
리 또는 변환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 이를 검색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나가기 전에, 동기화 논리는 자신의 캐시를 먼저 
조사한다. 정보가 캐시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동기화 프록시는 캐시된 정보의 ID와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가서, 
이를 검색하고 이 정보로 프록시 캐시를 갱신한다. 만일 캐시된 정보가 캐시에서 발견되면, 동기화 프록시는 네트워크
를 대신해서 자신의 캐시로부터 이 정보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동기화 프록시는 실행을 위해 캐시로부터 이 데이터를 
적재함으로써 이 실행 가능한 데이터(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기화 논리 또는 변환 코드)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동기화 프록시는 자신의 CPU 파워, RAM의 크기, 스토리지 메모리에 기초해서 정해
진 자신의 계산 용량과 자신의 네트워크 대역폭 용량에 대한, (예를 들어 동시에 처리중인 동기화 요청들의 수의 측면
에서) 자신의 계산 적재(computation load)를 연속해서 모니터 할 수 있다. 동일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동기화 프록시
들은 그들의 현재 계산 적재와 그들의 이전에 구성된 계산 용량이 다른 것과 서로 실시간 공유에 참여할 수 있다. 동기
화 요청을 수신하자마자, 동기화 프록시는 현재의 계산 적재에의 동기화 작업의 부가가 이 프록시의 계산 용량을 초과
하는지를 조사한다. 만일 초과한다면, 프록시는 그들의 계산 적재와 용량 정보에 관해서 동일한 네트워크의 다른 프록
시들에게 질의한다. 이 정보를 받은 후, 프록시는 들어오는 동기화 요청을 계산 적재가 적은 (동일 네트워크 내의) 다른 
프록시로 전환한다. 만일 동일 네트워크 상의 모든 프록시들의 계산 적재가 찼다면, 동기화 요청을 수신하는 프록시는 
모든 동기화 프록시들에 대해 용량이 찼다는 것을 가리키는 메시지를 요청한 핸드 헬드 장치로 되돌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와의 접속을 끝낸다. 동기화 프로세스들은 이 경우에 수행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에 의
해, 본 발명은 직선적인 동기화 프록시 기법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적재 균형 기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이점들, 특징들 등은, 첨부하는 도면들과 관련된 이하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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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의 특징들을 지니는 동기화 서버 기법(synchronization server approach)을 배치하는 네트워크의 전체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101, 102)의 예에는, (핸드-헬드 단말기, 팜톱 컴퓨터, 인터넷 어플
라이언스 또는 팜톱 장치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핸드 헬드 장치는 한 손으로 동작하
면서 다른 한 손으로 쥘 만큼 충분히 작은 어떤 컴퓨터-기반의 장치를 말한다. 설계된 핸드 헬드 장치의 본래의 작업은 
많은 양의 정보가 한 번에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장치들은 보다 작은 디스플레이들을 가질 수 있다. 
핸드 헬드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중앙 컴퓨터와 통신 및/또는 동기시키는 통신설비를 포함한다. 핸드 헬
드 장치들의 일 예에는, 3Com의 PALM PILOT TM , 샤프의 ZAURUSTM , 프손 PLC의 PSION TM 과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CETM , 스마트폰, 또는 인텔리전트 페이저 등을 실행하는 다양한 다른 "팜"타입 장치들이 포함되나, 이것
으로 한정되는 것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핸드 헬드 장치들을 언급하지만, 본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어떤 클라이언트 장치들에 대해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들은 때때로 서버들(105-107) (동기화 프록시 또는 동기화 프록시)에 접속될 수 있다. 이들 서버들(105, 
106, 107)의 예에는, PC; (IBM RS6000 TM 과 같은)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본체가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제 호스트(109, 110, 111)는 핸드 헬드 장치들로부터 데이터의 복제본을 유지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실행하는 어떠한 컴퓨터도 될 수 있다. 복제 호스트는 PC,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본체 등일 것이다. 동기화 프록시
들은 네트워크(108)를 통해서 복제 호스트들과 접속되어 있다. 핸드 헬드 장치들이 일부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네
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접속(103, 104)되어 있어야만 한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모뎀을 통해서 네트워크 원격 액세스 서버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데스크탑 PC
와 같은) 컴퓨터로 (예를 들어 PALM PILOT TM 크래들(cradle)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직렬-포트 접속(direct seri
al-port connection)을 지님으로써 (인터넷 또는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
다. 종래와 같이, 디렉토리 서버(112)는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미리 구성하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요청에 대해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동적으로 검색하는 서치 엔진(search engine)을 제
공한다. 이들 서비스들의 예에는, 노벨 사의 노벨 디렉토리 서비스(Novell Directory Services: NDS)와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액티브 디렉토리(Active Directory)가 있으며, 이들 모두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Lightw
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LDAP)-디렉토리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액세스 될 
수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동기화 논리(120) 및/또는 변환 코드(transformation code)(130)는 원격으로 저장된다. 클라이언
트(101-102)와 이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remote host replica)(109-111)
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적응형 동기화 서버의 일 예에는,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
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120)와 복제 호스트(109-111)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프록시 논
리(도3)가 포함된다. 동기화 논리(120)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여 동기화 서버(105-107)와 원격 복제 호스트(109
-111)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떤 곳에도 위치할 수 있다. 동기화 프록시 논리는 네트워크(108)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고; 요청에 기초한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해서;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이용하여 원격 복제 호스
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도록 적응된다. 또한, 동기화 요청은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device specific transformation code)(
130)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
초하여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국부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위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동기화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이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109
-111)간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 적응된다. 이 때, 요청은 적용 가능한 원격 복제 호스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 상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연관되어 있는 장치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코드(device specific transformat
ion code)(130)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변환 코드는 동기화 서버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다. 서버는 이 요청에 기초하여 원격 변환 코드(130)를 검색하고,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하여 원격 복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를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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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은,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
이션인 동기화 논리(120)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가진 동기화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동기화 서버는 이 동기화 논리
를 검색하고; 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해서; 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원격 복제 호스
트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는 핸드 헬드 장치로서 구현되는 클라이언트의 전체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드 헬드 장치는 CPU(201), 휘발성 RAM과 같은 주 메모리(main memory)(203), 예
로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들, (이-메일과 캘린더 소프트웨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 (어드레스 북 또
는 메모 패드의 내용과 같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RAM, ROM, 또는 디스크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메모리
(storage memory)(202)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핸드 헬드 장치들은 디스켓 없이도 RAM과 ROM에 모든 정보를 저장
한다. 주 메모리(203)는, 스토리지 메모리(202)로부터 주 메모리(203) 내로 적재 될 수 있는 컴퓨터 실행 가능한 코
드로서 바람직하게 구현되는 본 발명의 핸드 헬드 장치 논리(204)를 저장한다. 이 때, 본 발명의 핸드 헬드 논리(204)
는 (도5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동기화 개시자(sync initiator)(205), (도7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동기화 핸들러(2
06), (도11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데이터 매니저(207)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핸드 헬드 논리(204)는 처음에는 스
토리지 메모리(202)에 저장된다. 동기화 작업이 시작될 때, CPU(201)는 (전부 또는 일부가 요구인출 방식(on-dem
and fashion)으로) 동기화 논리를 주 메모리(202) 내로 적재하고 동기화를 위해 이 논리의 실행을 시작한다.
    

    
도3은 본 발명의 동기화 프록시로서 구성된 컴퓨팅 장치의 아키텍처의 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예들에는, PC; 워크스테
이션; 서버; 또는 컴퓨터 본체가 포함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화 프록시는 CPU(301), 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들(302), RAM과 같은 주 메모리(303)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주 메모리(303)는 동기화 프록시 논리(3
04)를 저장하며, 이것은 디스크들(302)로부터 주 메모리(303) 내로 적재 될 수 있는 컴퓨터 실행 가능한 코드로서 바
람직하게 구현된다. 이 예에서, 동기화 프록시 논리(304)는 (도6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동기화 억셉터(305) 논리, 
(도8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동기화 핸들러(306) 논리, (도9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캐시 매니저(307), (도13에 도
시된 설명과 같은) 적재 매니저(308)를 포함한다.
    

    
도4는 본 발명의 복제 호스트로서 구성된 컴퓨팅 장치의 아키텍처의 예를 도시한다. 복제 호스트의 예에는, PC; 워크스
테이션; 서버; 또는 컴퓨터 본체가 포함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복제 호스트는 CPU(4
01), 디스크들과 같은 저장장치(402), RAM과 같은 주 메모리(403)를 포함할 수 있다. 주 메모리(403)는 복제 호스
트 논리(404)를 저장하며, 이것은 디스크들(402)로부터 주 메모리(403) 내로 적재 될 수 있는 컴퓨터 실행 가능한 코
드로서 바람직하게 구현된다. 이 복제 호스트 논리(404)는 (도12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복제 억셉터(405)와 (도11
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복제 매니저(406)를 포함한다.
    

종래와 같이, 핸드 헬드 장치는 동기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네트워크에 먼저 접속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또는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네트워크에 핸드 헬드 장치를 접속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어, PALM PILOT

TM 은 이 장치에 부수되는 TCP/IP 소프트웨어를 가진다. PALM PILOT TM 가 모뎀에 부착될 때, 이것은 인터넷에 접
속하기 위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전화하기 위한 TCP/TP 소
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장치는 직렬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데스크탑 PC로 
접속될 수 있다. PC를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로서 작용하게 하고 이 PC의 직렬 포트로 접속하는 어떤 장치에 네트워크
의 접속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Remote Access Service 또는 RAS와 같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
다. 클라이언트 장치의 네트워크 접속 프로세스는 본 발명의 일부는 아니지만, 본 발명에서 구현된 동기화 방법들의 필
요 조건이다.

    
상기 장치가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에, 이 장치는 도2에서 동기화 개시자(205)에 의해 도시되며, 도5에 보다 상세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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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는, 동기화 개시 프로세스를 시작함으로써 동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동기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동기화 개시자는 먼저 동기화 프록시에 동기화 요청을 송신한다(501). 본 분야의 당업자는, 동기화 프록시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핸드 헬드 장치에 의해 미리 알려질 수 있고, 하나의 동기화 프록시 어드레스가 핸드 헬드 장치에 의해 디폴
트로서 미리 구성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핸드 헬드 장치가 동기화를 요청하기 위해 프록시에게 송신하는 정보에
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예컨대 사용자 ID 및 암호화된 패스워드 또는 인증 및 허가용 공유 비밀)와 핸드 헬드의 
장치 및 시스템 타입에 관한 식별정보뿐 아니라 동기화 요청인 것을 나타내는 상호 인식되는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인
증 및 허가를 위한 방법이 본 발명의 일부가 아니라고 해도, 본 분야의 당업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인증 및 허가 
기술들이 핸드 헬드의 동기화 개시자(도5의 501)와 동기화 프록시의 동기화 억셉터(도3의 305)간의 협동적인 과정 
내로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일 동기화 요청이 거절되면, 동기화 개시 프로세스는 동기화 작업을 종료한다(504). 그렇지 않으면, 동기화 개시자
는 동기화 될 필요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들을 결정한다(502).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어 어드
레스 북 애플리케이션, 메모 패드 애플리케이션,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핸드 헬드 장치에
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것이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결정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들을 체크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로부터의 스크린 입력, 애플리케이
션들의 디폴트 세트의 검색, 또는 동기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것이다. 일단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가 결정되면, 동기화 개시 프로세스는 리스트 상의 각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도7에 도시된 설명과 같은) 동기화 핸들러 프로세스를 시작한다(503). 동기화 프록시의 첫 번째 작
업은 (도3의 305와 도6과 관련된 설명에서와 같은) 동기화 억셉터를 시작하는 것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록시 동기화 억셉터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동기화 억셉터는 동기화 프록
시가 핸드 헬드 장치들로부터 동기화 요청들을 연속해서 수신하는 무한 루프(infinite loop)일 것이다(601). 동기화 
요청을 수신할 때, 동기화 억셉터는 자신의 계산 적재가 자신의 용량에 도달하는지를 먼저 조사한다(602). 만일 자신
의 계산 적재가 자신의 용량에 도달한다면, 동기화 억셉터는 이 요청을 (도13에 도시된 설명과 같이) 동일 네트워크 상
의 또 다른 동기화 프록시로 전송하기 위해 적재 매니저(603)를 시작한다. 만일 동기화 프록시가 과적재 되지 않으면, 
동기화 억셉터는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들로부터 수신된 요청 메시지 내부의 식별 정보에 기초한 종래의 인증 및 허
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예를 들어 핸드 헬드 사용자가 인증 하는데 실패했거나 또는 이 동기화 프록시에 의한 
동기화에 대해 허가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인증 및 허가 과정이 실패하면, 프록시는 거절 메시지를 핸드 헬드로 되돌리
며(605), 접속을 종료하고(606), 되돌아가서 다음 동기화 요청을 기다린다(601). 만일 인증 및 허가 과정이 성공하면, 
프록시는 수락 메시지를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 되돌린다(607). 다음으로, 프록시는 이 동기화 작업에 대한 동기
화를 위해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를 시작한다(608).
    

    
본 분야의 당업자는, 동기화 억셉터 프로세스가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는 멀티스레드 기법(multithread ap
proach)으로 바람직하게 구현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핸드 헬드로부터 요청을 수신할 때(601), 동기화 억셉터
가 이 요청에 대한 나머지 단계들(602-608)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스레드(thread)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03에서 601까지, 606에서 601까지, 608에서 601까지의 3가지 화살표 방향은 단순히 이 스레드의 종료를 나타낸다. 
또, 본 분야의 당업자는 멀티스레딩을 지원하지 않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새로운 스레드의 생성(601)이 새로운 프
로세스의 생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스레드의 종료는 프로세스의 종료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다시 핸드 헬드 장치로 돌아가면, 도5에서 언급하듯이, 동기화 될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핸들러는 
수락 메시지가 프록시로부터 수신된(605) 후 연속해서 시작된다(503). 도7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동기화 핸들러 
논리의 보다 상세한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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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에 도시하듯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핸들러는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정보를 검색한다(701). 
이들은 복제 호스트의 ID, 동기화 논리의 ID,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환 코드의 ID를 바람직하게 포함한다(701).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제 호스트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컴퓨터 장치이다. 이 장치는 PC, 워크스테
이션, 서버 또는 컴퓨터 본체일 수 있으며, 접속된 네트워크여야만 한다. 복제 호스트의 ID는 복제 호스트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복제 호스트 내부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의 복제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현재 인터넷 기
술에 기초한,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이 복제 호스트 ID를 구현하는 가능한 방법인 것을 알 것이다.

    
바람직하게 실행 가능한 코드로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논리는, 충돌을 해결하고, 오버라이딩 방향(ov
erriding direction)을 특정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한 필요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 유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동기화 논리는, 핸드 헬드 레코드들이 실제 지불을 특정하는 
반면, 핸드 헬드가 제시된 가격들을 표시하는 공동 레코드들로서 (호텔 비용과 같은) 어떤 레코드들에 대한 (공동 데이
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복제 호스트를 항상 오버라이딩할 것을 특정할 수 있다. 동기화 논리의 ID는 동기화 논리의 고
유한 이름, 네트워크 어드레스, 이 동기화 논리가 저장되는 어드레스 내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본 분야의 당업자
는 기존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URL이 동기화 논리 ID를 구현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재차 알 수 있을 것이
다.
    

    
실행 가능한 코드로서 바람직하게 구현되는 특정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조합을 위한 변환 코드는, 상이한 CPU 파워, 
메모리 용량, 물리적 구조를 지니는 컴퓨팅 장치들에서 특정 정보가 알맞게 사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필터
하고, 변환하고, 변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C 복제 호스트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송신되고 있는 이미지
들을 가진 웹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지나치게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는 일없이 클라이언트의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들이 제거되거나(필터 기능) 또는 매우 낮은 해상도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변환 기능) 변
환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변환 코드의 ID는 변환 코드의 고유 이름,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환 
코드가 저장되는 어드레스 내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기존의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URL이 변
환 코드 ID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역시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서,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술한 3가지 ID들은 핸드 헬드 장치들 또는 이 핸드 헬드 
장치의 사용자를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미리 구성되어 저장된다.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이들 ID가 핸드 헬드 장치에 
저장되면, 동기화 핸들러는 동기화 식별자(sync identifier)를 송신하고, 이 동기화 식별자는 동기화 프록시에 대한 3
가지 ID들과 함께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포함하며(701), 다음으로 루프로 들어간다(702). 이들 ID들이 디
렉토리 서비스에 의해 저장되면, 동기화 핸들러는 사용자, 장치, 애플리케이션, (동기화 프록시가 디렉토리 서비스를 액
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디렉토리 서버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동기화 식별자를 송신한다(701).
    

본 발명의 당업자는, 디폴트 설정을 사용하면 이들 3가지 ID 중 어느 것을 송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핸드 헬드 장치가 동기화 될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동기화 프록시를 구성하면, 동기화 프록시는 이 핸드 헬드 
장치에 대한 동기화 프로세싱 동안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검색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름
의 부족이 동기화 될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킨다.

이와 비슷하게, 핸드 헬드 장치의 사용자는 동기화 프록시에 디폴트 복제 호스트 또는 장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들 
경우에, 동기화 프록시는 핸드 헬드 장치 또는 디렉토리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동기화 프록시는 이
런 정보를 얻기 위해 핸드 헬드 장치를 위해 설정되는 자신의 미리 구성된 디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복제 호스트, 동기화 논리, 또는 변환 코드와 같은 정보의 ID가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이들 각각의 어드레스를 가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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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이름 및 위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설명되었지만, ID에 대한 또 다른 구현은 자신의 해당 네트워크 어드레스
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때, 이 ID에 포함된 이름에 기초하여 특정 ID의 정확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찾는 것이 
동기화 프록시의 책임이다. 일 예는, 변환 코드에 대한 ID가 핸드 헬드 장치에 대한 적절한 변환 코드의 네트워크 어드
레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요청을 핸드 헬드 장치가 하는 것이다. 변환 코드의 ID를 수
신할 때, 동기화 프록시는 동기화 요청을 하는 장치의 타입에 기초하여 적절한 변환 코드가 존재하는 적절한 네트워크 
위치를 결정한다.
    

    
도7을 다시 언급하면, 루프(702) 내에서, 동기화 핸들러는 먼저 동기화 프록시로부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
터페이스) 호출을 기다린다(702). 프록시로부터의 호출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면, 동기화 핸들러는 종료하고 동기화 될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동기화 개시자로 되돌아간다. 
API 호출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방, 레코드의 읽기와 같은) 데이터 관리 기능이라면, 동기화 핸들러는 이 API를 처리하
기 위해 데이터 매니저를 시작한다(703)(도11에 보다 상세히 논의함).
    

동기화 프록시에서의 동기화 억셉터(도6)가-인증 및 허가 과정이 완성되고 동기화 요청이 수락된 후- 요청하는 핸드 
헬드로 수락 메시지를 송신해서(도6의 607), 동기화를 처리하기 위해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를 시작할 것이다(도6의 
608).

    
도8은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의 상세한 설명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시하듯이,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는 먼저 요청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동기화 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복제 호스트, 동기화 논리, 변환 코드에 대한 각각의 3가지 ID
들를 수신할 것이다(801). 이 정보는 동기화 요청을 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상술한 디렉토리 서
버를 통해서 수신될 수 있다. 동기화할 애플리케이션들이 없다면, 핸드 헬드는 종료를 나타내는 종료 메시지를 송신할 
것이다. 이러한 종료 메시지가 상술한 3가지 ID들을 대신해서 수신되면, 동기화 핸들러는 동기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기화 핸들러는 동기화 논리 ID에 기초하여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기 위해 캐시 매니저를 요청할 것이
다(802). 캐시 관리의 일 예가 도9에서 설명된다. 동기화 논리가 검색된 후, 동기화 핸들러는 복제 호스트 ID에 기초하
여 애플리케이션의 복제본에 대한 접속을 설정할 것이다(803). 일단 접속이 설정되면, 동기화 핸들러는 이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기화 논리의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804). 동기화 논리 실행의 보다 상세한 
예가 도10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도9는 핸드 헬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동기화 논리와 변환 코드들과 같은 객체들의 캐싱(caching)과 검색을 관리하
기 위해 동기화 프록시에 의해 전개되는 캐시 매니저의 예를 도시한다. 객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할 때(901), 캐시 매니
저가 그 객체가 캐시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한다. 이 캐시는 주메모리(303) 내 또는 디스크들(302) 내에 
있을 수 있다.

    
요구된 객체가 캐시 내에 없으면, 캐시 매니저는 이 객체의 ID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로부터 객체를 검색한다(902). 일
단 객체가 네트워크로부터 검색되면, 객체는 캐시 내로 삽입되고(903) 요청자에게 되돌아간다(904). 만일 객체가 캐
시 내에서 발견되면, 캐시 매니저가 캐시 내의 객체가 여전히 현재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한다. 만일 현재의 것
이 아니면, 캐시 매니저는 이것의 ID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로부터 객체를 검색한다(902). 최근의 객체가 네트워크로부
터 검색된 후, 이 객체는 캐시 내의 보다 오래된 객체를 대신해서(903) 요청자로 되돌아간다(904). 객체가 최근의 것
이면, 그것이 요청자에게 되돌아간다(904).
    

    
캐시 객체의 현재 확인(cache object currency validation)이 본 발명의 특징은 아니지만, 본 분야의 당업자는 이러한 
기존의 기술들이 본 발명의 캐시 매니저 형태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캐시 매니저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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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간 동안 객체가 캐시 내에 있다면, 객체의 날짜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캐시 매니
저가 원래의 객체 제공자로 등록해서, 원래의 객체가 갱신될 때 (또는 생성 또는 삭제될 때)마다, 이 제공자가 객체의 
변화에 관해서 캐시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는 것이다. 캐시 매니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할 때, 캐시로부
터 이 객체를 제거해서 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최근의 것을 검색해서 캐시 내의 오래된 객체를 대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도8)에 의한 동기화 논리(804) 실행의 예가 도10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도
시된 바와 같이,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을 하는 핸드 헬드 장치(1004)와 요청하는 핸드 헬드를 위한 이 동기화 논
리의 애플리케이션의 복제본을 관리 하는 복제 호스트(1005) 둘 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이 곳으로 데이터를 기입하
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의 핸드 헬드 장치 내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들과 이 (예를 들어 PALM PILOT TM 이-메일 vs 
로터스 NOTESTM 이-메일과 같은) 핸드 헬드 장치의 복제 호스트 내에 전개된 정보 관리 시스템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포멧들이 다를 수 있다. 핸드 헬드 장치와 복제 호스트간의 저장 능력들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PALM PILOT TM vs 워크스테이션). 또한 이들간의 (예를 들어 흑-백 저해상도 PALM PILOT TM vs 고해
상도 PC 모니터와 같이)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워크스테이션 복제 호스트와 같은) 하나의 끝
에서 (예를 들어 PALM PILOT TM 와 같은) 다른 끝으로의 적절한 변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변환 코드의 실행에 의
해 본 발명에서 처리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기화 논리가 실행되는 동안(도10), 동기화 논리는 핸드 헬드와 복제 호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의 각 데이터 항목에 대한 갱신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핸드 헬드와 복제 호스트로부터의 동일한 고유 ID의 두 데
이터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 동기화 논리는 이 핸드헬드 데이터 항목이 복제 호스트의 데이터 항목을 오버라이딩하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동기화 논리는 이들 두 데이터 항목들이 동일하고 어떠한 데이터 이동(move
ment)도 필요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이들 두 항목들이 (예를 들어 둘 다 독립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것과 같
이) 충돌해서 자신의 버전을 보유하면서 각 항목을 중복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 형태에 있어서, 데이터 항목이 (예를 들어 복제 호스트로부터 핸드 헬드 장치로, 또는 
그 반대와 같이) 하나의 장치로부터 또 다른 장치로 기입되기 전에,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들은 데이터 변환이 적용 가
능한지를 체크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가 (동기화 요청을 하는 핸드 헬드 장치로부터 송신된 ID에 
의해 특정된) 변환 코드를 요청할 수 있다(1002). 이 요청된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 캐시 매니저가 도9에 도시된 과정
들을 진행할 것이다. 일단 동기화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환 코드가 이용 가능하면,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는 
장치로 기입될 데이터 항목에 대한 코드를 실행한다(1003).
    

    
도11은 데이터 매니저(207) 또는 복제 매니저(406)에 대한 논리의 예를 도시한다.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306 및 도
8)는 API를 통해서 핸드 헬드 장치들과 이들의 복제 호스트들 둘 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1103) 이들로 데이터를 기
입하기(1104) 위한 일반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동기화 프록시로부터 수신된 API 호출들을 번역해서 적절한 
데이터 또는 복제 관리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저(207)와 복제매니저(406)에 달려 있다. 본 발명의 당업
자는 이들 API 호출들이 데이터 항목의 읽기(1103), 데이터 항목의 기입(1104), 데이터 항목의 갱신(1105), 데이터 
항목의 삭제 등과 같은 보통의 데이터 관리 기능들 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동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기화 논리가, 동기화 프로세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핸드 헬드들과 그들의 복제 호
스트들로부터 이용 가능한 어떤 버전 및 갱신 히스토리 정보(version and update history information)의 이점을 가
지도록 기입될 수 있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상술한 API들이 핸드 헬드들과 복제 호스트들로부터 버전 및 갱신 히스토
리 정보를 검색(1106) 및/또는 설정(1106)하는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12는 본 발명의 복제 억셉터(405)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한다. 복제 억셉터는 먼저 API 호출을 기다리는 루핑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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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looping process) 일 수 있다(1201). API 호출이 동기화 프록시로부터 도달할 때, 복제 억셉터는 요청하는 동기
화 프록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및 허가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1202). 인증 및 허가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복제 억셉터는 API 호출을 거절한다(1203). 그렇지 않으면, 복제 억셉터는 적절한 복제 관리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복
제 매니저를 시작한다(1204).
    

    
도13은 본 발명의 동기화 프록시(308)에서의 적재 매니저 형태의 일 예를 도시한다. 프록시 동기화 억셉터(도6)가 동
기화 요청을 수신해서 이 동기화 프록시가 과적재 되는지를 검출할 때, 상기 동기화 요청을 또 다른 동기화 프록시로 전
송하기 위해 적재 매니저를 시작할 수 있다(603). 동기화 요청을 전송하기 위한 요구를 수신할 때(1301), 적재 매니저
는 과적재 되지 않은 동일 네트워크 상의 또 다른 프록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1302). 만일 이러한 프록시가 발견
되면, 적재 매니저는 이 동기화 프록시로 동기화 요청을 전송한다(1304). 동일 네트워크 상의 모든 프록시가 완전히 
적재되면, 적재 매니저는 상기 동기화 요청을 거절한다(1303). 본 분야의 당업자는, 모든 동기화 프록시들로부터의 적
재 매니저들이 또 다른 동기화 프록시로부터 적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동일 네트워크 상의 다른 프록시들로부터의 이러한 적재 정보에 기초해서, 적재 매니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가
장 낮은 계산 적재를 지니는 프록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적재 균형을 위해 전송할 프록시를 선택하는 정
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
    

프록시 동기화 핸들러는 60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자신의 적재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서 동기화 요청을 전송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다중 동기화 프록시들을 전개하는 네트워크에서, 각 동기화 프록시가 특정 핸드 헬드 장치 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PALM PILOT TM 와 WINDOWS CETM 에 기초한 
장치들을 포함하는 핸드 헬드 장치들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동기화 프록시들은 PA
LM PILOT TM 를 위한 데이터 동기화를 특정하는 프록시1과 WINDOWS CETM 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를 특정하는 프
록시2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기초해서, 시간이 갈수록 PALM PILOT TM 장치들과 연관된 동기화 논
리와 변환 코드들이 프록시1에 의해 점점 캐시될 것이고, WINDOWS CE TM 장치들과 연관된 동기화 논리 및 변환 코
드들이 프록시2에 의해 점점 캐시될 것이다. 동기화 요청을 수신하면(601), 단순히 적재를 검사(602)하는 대신에 동
기화 프록시는 장치 타입을 체크하고, 만일 이것이 이 장치 타입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상기 요청을 이 장치 타입을 특
정하는 프록시로 전송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록시1이 WINDOWS CE TM 장치로부터 동기화 요청을 수신할 때, WIN
DOWS CETM 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를 특정하는 프록시2로 상기 요청을 전송해서, 이 동기화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최신의 동기화 논리 및 변환 코드들을 캐시 할 것이다.

상술한 것과 같은 미리 구성된 특정 분리구도 대신에, 동기화 프록시들은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적재 조
건과 비슷하게, 그들의 캐싱 상태를 동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각 동기화 프록시는, 캐싱 조건이 요청을 
처리하는데 더욱 바람직한 또 다른 동기화 프록시로 상기 동기화 요청을 동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클라이언트(101, 102)와 서버(105-107)에 제공되는 CPU(201, 301) 상에서의 실행
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또는 프로그램 저장장치 상에서 실체적으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는 특
징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선(Sun)의 JAVA TM 와 같은 인기 있는 객체지향 컴퓨터 실행 가능한 코드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식성(portability)을 제공한다. 본 분야의 당업자는 C++와 스몰토크를 포함
하나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다른 과정지향 및 객체지향(object-oriented:OO) 프로그래밍 환경들이 또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본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방법들이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세서에 기초한 장치 상에서의 실행을 위한 소프트
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자기, 전자, 광학, 또는 다른 영구 프로그램 및/또는 데이터 
저장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에는 자기디스크들, DASD, 버블 메모리; 테이프; CD-ROMs과 DVD(디
지털 비디오 디스크들)와 같은 광 디스크들; 코어, ROM, 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배터리 백트 RAM(battery bac
ked RAM)과 같은 (비휘발성이라고도 하는) 다른 영구 저장장치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분
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101, 102) 또는 서버(105-107)의 메모리에서 설명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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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디스크(302), 스토리지 메모리(202), 네트워크(108), 또 다른 서버를 통해 직접적으로 액세
스되고 관리될 수 있으며, 또는 복수의 서버들을 통해서 분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라서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청구범위들의 범위 내에 속하는 다양한 동등, 개량 및 개
선들이 현재 및 미래에 본 분야의 당업자들에 의해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구범위들은 먼저 개시된 발
명의 적절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클라이언트들간의 갱신 동기화를 수행할 때 계산 플랫폼과 매개물로서 작용하는 동
기화 프록시(또는 동기화 서버)를 위한 개선된 방법, 장치, 프로그램 저장장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remote host replica) 사이에서 데
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적응형 동기화 서버(adaptive sync server)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sync 
logic)- 여기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sync request)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
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
터 논리(sync acceptor logic)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며,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
속하고, 상기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
한 동기화 핸들러 논리(sync handler logic)

를 포함하는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2.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는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및 상기 원격 동기화 논리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동
기화 요청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3.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충돌을 해소하는 수단과,

 - 15 -



등록특허 10-0343823

 
오버라이딩 방향(overriding direction)을 특정하는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동작들을 취하는 수단

중에서 1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4.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요청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및 상기 동기화 논리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상기 동기화 핸들러 논리는 상기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적응형 것인 
동기화 서버.

청구항 5.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요청은 동기화 도중에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
유의 변환 코드(device specific transformation code)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동기화 핸들러 논리는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6.

(정정)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상기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원격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7.

(정정)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요청은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상기 동기화 핸들러 논리는 상기 정보에 기초한 원격 변환 코드를 검색하고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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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정정)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코드는 상이한 CPU 파워, 메모리 용량 및 물리적 구성 중 1개 이상을 가지는 상이한 컴퓨팅 장치들에서 사
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 하고, 변환하며, 변경하는 수단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9.

(정정)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적응형 동기화 서버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 - 여
기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
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터 논리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며,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접
속하고, 상기 검색된 동기화 논리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
한 동기화 핸들러 논리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서버 계산 적재(server computation load)와 서버 계산 용량(server computa
tion capacity)을 모니터링 하고, 동기화 서버들과 협동하여 상기 계산 적재 및 상기 계산 용량을 공유하기 위한 적재 
매니저(load manager)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적재 매니저는 상기 서버 계산 적재가 임계 치를 넘는 경우에 상기 동기화 요청을 적재가 적은 서버로 전환하기 위
한 논리를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10.

(정정)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트라넷 및 인터넷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변환 코드는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로부터 상기 핸드 헬드 장치로 송신된 웹페이지가 상기 핸드 헬드 장치의 메모
리 제약 조건 내에서 상기 핸드 헬드 장치의 스크린 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환하거나 또는 상기 이미지를 필터링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11.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 17 -



등록특허 10-0343823

 
상기 동기화 핸들러에 결합되어, 상기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여 캐시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캐시 매니저 수단(cache m
anager means)을 더 포함하는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12.

(정정)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매니저 수단은 상기 동기화 논리를 프리셋팅(presetting)하여 상기 캐시 메모리 내에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13.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정보를 식별하는 것은 URL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청구항 14.

(정정)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적응형 서버에 있어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상의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장치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 -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억셉
터 논리와,

상기 동기화 억셉터 논리에 결합되어 원격 변환 코드를 검색하며,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동기화 핸들러 논리

를 포함하는 적응형 서버.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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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정정)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월드와이드웹이고,

상기 동기화 서버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이며,

상기 클라이언트는 핸드 헬드 장치(handheld device), 스마트폰 또는 인텔리전트 페이저(intelligent pager)를 포함
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인 적응형 동기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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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정정)

동기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적응된 클라이언트 장치 - 여기서 데이터의 동기화는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수행됨 - 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CPU)와,

상기 CPU에 결합되어 상기 CPU상에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가능 코드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실행 가능 코드는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 - 여
기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도 위치
할 수 있음 - 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동기화 요청을 동기화 서버에 전달하는 동기화 개시자(sync 
initiator)와,

상기 동기화 개시자 논리에 결합되어, 상기 동기화 서버를 통하여 동기화된 데이터를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통신하
는 동기화 핸들러 논리와,

상기 동기화 핸들러에 결합되어 1개 이상의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와 복제 관리(replica management) 기
능을 처리하는 데이터 매니저

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30.

(정정)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핸드 헬드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인텔리전트 페이저를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접속 절단 가능(
disconnectable) 핸드 헬드 장치이고,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31.

(정정)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항목의 판독, 데이터 항목의 기록, 데이터 항목의 갱신 및 데이터 항목의 삭제 중 1개 이상
을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32.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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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버전 및 갱신 히스토리 정보(version and update history informa
tion)를 통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정정)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상기 메모리 내에 저장된 상기 동기화 서버의 1개 이상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을 포함하고,

1개의 동기화 서버 어드레스는 디폴트 동기화 서버 어드레스로서 미리 형성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41.

(정정)

제 2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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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청은 사용자 ID, 암호화 패스워드, 인증 및 허가(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용 공유 비밀 정보, 장치 
타입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시스템 타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상기 클라이언트 또는 사용
자에 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42.

(정정)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개시자는 동기될 필요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적응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어드레스 북 애플리케이션, 메모 패드 애플리케이션,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및 이-메일 애플리케
이션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43.

(정정)

적응형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적응된 클라이언트 장치 - 여기서 데이터의 변환은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수행됨 - 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CPU)와,

상기 CPU에 결합되어 상기 CPU상에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가능 코드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실행 가능 코드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 -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상기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도 위치할 수 있음- 
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요청을 상기 서버로 통신하는 동기화 개시자와

상기 동기화 개시자 논리에 결합되어, 원격 서버를 통해서 변환된 데이터를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통신하기 위한 동
기화 핸들러 논리와,

상기 동기화 핸들러에 결합되어, 데이터 관리 및 복제 관리 기능들 중에서 1개 이상을 처리하기 위한 동기화 매니저

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 22 -



등록특허 10-0343823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정정)

적응형 동기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
이터를 적응형으로 동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 - 여기
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단계와,

상기 요청에 기초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원격 동기화 논리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원격 동기화 논리를 사용하여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동기시키도록 상기 원
격 복제 호스트에 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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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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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적응형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서 데이터
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상의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장치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 -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단계와,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원격 변환 코드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한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변환 방법.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삭제)

청구항 75.

(삭제)

청구항 76.

(삭제)

청구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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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78.

(삭제)

청구항 79.

(삭제)

청구항 80.

(삭제)

청구항 81.

(삭제)

청구항 82.

(정정)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월드와이드웹이고,

상기 동기화 서버는 프록시 서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핸드 헬드 장치, 스마트폰 또는 인텔리전트 페이저를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3.

(정정)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적응형으로 동기시
키기 위한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 동기화 서버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현하
는, 기계(machine)에 의해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인 동기화 논리 - 여기
서 상기 동기화 논리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동기화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원격 동기화 논리를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원격 동기화 논리를 사용하여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동기시키도록 상기 원
격 복제 호스트와 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저장장치.

청구항 84.

 - 26 -



등록특허 10-0343823

 
(삭제)

청구항 85.

(삭제)

청구항 86.

(삭제)

청구항 87.

(삭제)

청구항 88.

(삭제)

청구항 89.

(삭제)

청구항 90.

(삭제)

청구항 91.

(삭제)

청구항 92.

(삭제)

청구항 93.

(삭제)

청구항 94.

(삭제)

청구항 95.

(삭제)

청구항 96.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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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상의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원격 복제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적응형으로 변환하
기 위한 방법의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해 서버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기계에 
의해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상의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장치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 -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는 동기화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서버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느 곳에서도 위치할 수 있음 - 와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원격 변환 코드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장치 고유의 변환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원격 복제 호스트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저장장치.

청구항 97.

(삭제)

청구항 98.

(삭제)

청구항 99.

(삭제)

청구항 100.

(삭제)

청구항 101.

(삭제)

청구항 102.

(삭제)

청구항 103.

(삭제)

청구항 104.

(삭제)

청구항 10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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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6.

(정정)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변환 코드를 검색하여 캐시 메모리 내로 저장하는 단계들을 더 포함하는 것인 프로그램 저장장치.

청구항 107.

(정정)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변환 코드를 프리셋팅 하여 상기 캐시 메모리 내로 저장하는 단계들을 더 포함하는 것인 프로그램 저
장장치.

청구항 108.

(삭제)

청구항 109.

(삭제)

청구항 1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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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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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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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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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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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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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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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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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도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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