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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e-Business의 필요성과 동기화
z

모바일 기기 발전 >> 개인 모바일 단말 사용자의 급격한
증대 >>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확대 >> 모바일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상황

z

모바일 기기의 다양성 >>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 보유와
다량의 단말 보유 >> 모바일 서비스의 창구의 다양성
필요

z

다양한 모바일 창구에서는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 기기에 의해 사용자의 관리가 자유로워야 함
Î 모바일에서의 동기화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됨

동기화란 무엇인가?
z

네트웤에 존재하는 둘 이상의 논리적 장치간 특정
데이터를 일치시켜주는 기술

z

서로 다른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일치시켜주는 기술

z

데이타베이스와 모바일 기기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
시켜주는 기술

Mobile e-Business의 경쟁력? 동기화!
z

동기화의 대상
¾

¾

개인정보 : 모바일 단말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단말의 성격이
강하고,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주소록,일정,기념일,할일, 메모, 알람 등)
비즈니스 정보 : 모바일 서비스의 비즈니스영역으로



z

물류,쇼핑,주식,뱅킹,예매,게임,정보제공,광고
Mobile Portal, CRM ( 제조,유통,금융,보험 ), Remote Support
( 모바일검진, 가스검침) 등

모바일 기기의 개인정보 + 비즈니스 솔루션
= 업무의 이동성의 향상과 잠재적 생산성의 증가
(예)

z

경쟁력? 동기화!!
Î 개인정보와 비즈니스정보의
통합동기화

-영업 방문 일지
-견적서 제공
-거래 공급선 연결
-주문 수령
-서비스 방문 스케쥴

동기화 솔루션
z

개인정보 동기화 솔루션
¾

z

SyncML 표준을 이용한 동기화 솔루션, 이지투게더의 ezSync

비즈니스 정보 동기화 솔루션
¾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DB를 동기화 시키는 Oracle 9iLite의
Mobile Server

SyncML의 대두
z
z
z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출시 및 사용자의 다양한 기기
보유
다중 장치간 데이터 동기화 필요성 증대
모바일 기기 벤더들의 PIMS 정보 중심의 개발툴킷 발표
¾
¾
¾

z

ActiveSync SDK, HotSync, 심비안 SDK 등 대부분의 Mobile
벤터가 자사 표준으로 스펙 구현
타사 동기화 엔진과는 호환이 안됨
PIMS이외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불가능해짐

상호 호환성이 보장되는 표준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의
요구에 따라 SyncML org 의 설립
¾
¾

2000년 2월 SyncML 컨소시엄 결성(Erisson,IBM,Lotus 등
500개 이상의 회사에서 지원)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제시하며 이기종 단말간
상호 운영성을 보장

SyncML의 동기화 컨텐츠
z

SyncML은 기본적으로 PIM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설계됨으로서, PIM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것은 Meta엘리먼트로 기술 가능하나 상호 인식을
보장하지 못함
Data Type
Contact

Content Format
vCard 2.1

Status
MUST

vCard 3.0

SHOULD

vCalendar 1.0

MUST

iCalendar 2.0

SHOULD

Memos

Text/plain

MUST

Tasks

vTodo 1.0

MUST

E-mail

Message/rfc822

MUST

Message/rfc2822

MUST

Message/rfc2045

MUST

Calendar

SyncML 구조
App A

SyncML
Sync
Protocol

SyncML
Adapter

SyncML
Rep.
Protocol

SyncML
Adapter

(e.g., HTTP / WSP / OBEX)
Transport

SyncML
I/F

Sync
Server
Agent

application/vnd.syncml
SyncML
I/F

Server
Sync
Engine

App B

Client
Sync
Engine

Sync
Client
Agent
SyncML
Sync
Protocol

SyncML Sync 프로토콜-1
z

변경로그
¾
¾

z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항목과 관련되는 변경 로그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변하는 데이터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 유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함

동기화 앵커의 사용
¾
¾
¾
¾
¾

동기화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2개의 Sync Anchor 인 Last와
next를 사용
동기화 초기화에서 사용
Last : 최근 마지막 동기화가 이루어진 시간
Next : 현재 동기화를 하려는 시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앵커비교



Last 같으면 이전에 동기화 된적이 있으므로, 변경된 것들만
동기화 시킴
Last틀리면, Slow Sync로 초기화작업인 매핑테이블 다시 생성

SyncML Sync 프로토콜-2
z

Mapping Table
¾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데이터 아이디 매핑 테이블

SyncML Sync 프로토콜- 3
z

충돌 처리
¾
¾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공통의 아이템을 수정하게 됨으로써
일어남
충돌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함.


¾

z

충돌처리 방법에 따라 동기화 엔진에서 구현됨

인증
¾

z

서버 데이터 우선, 클라이언트 데이터 우선, 최근 데이터 우선 등

BASE64 또는 MD5 인증 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함

디바이스 메모리 관리
¾

디바이스의 메모리 또는 남은 레코드( Freemem, FreeId ) 등을
meta 엘리먼트에 명시

SyncML Sync 프로토콜- 4
z

패킷내의 다중 메시지 처리
¾
¾

z

물리적 용량으로 인해 하나의 메시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다중
메시지로 처리가능함
마지막 메시지의 끝에 <final/> 를 보냄

Large 오브젝트 처리
¾
¾

한 메세지내에 전송되어 질수 있는 크기를 초과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
<MoreData/> 태그를 가진 오브젝트를 받았을 경우, 버퍼링
하여야 한다.

SyncML Sync 프로토콜- 5
z

동기화 타입
¾

Two-way sync



¾

Slow Snc



¾

단방향 동기화

Refresh Sync from Server/Client Only



¾

Sync Anchor의 불일치에 일어남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모든 정보를 필드별로 비교하여 매핑되는
매핑 테이블을 생성

One-way Sync from Server/Client Only


¾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변경사항을 메시지로 전송
충돌문제 발생 : 충돌처리 룰에 의해 해결

데이타베이스의 모든 정보를 다른 쪽으로 보냄
단방향 동기화시 앵커정보 손상 되었을 때 사용

Server Alerted Sync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알람

SyncML Representation-1
z

SyncML Representation 구성
¾

세션, 패키지, 메시지





¾

하나의 세션에 다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패키지는
하나이상의 메시지로 존재
패키지 : 논리적으로 단일한 메시지의 단위 (물리적 용량에 제한
없는 메시지 전체)
메세지 : 물리적인 리소스 제한으로 패키지를 분할함
세션 : 전체의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패키지
교환의 총합

메시지의 구성




Header와 Body로 구성
Header :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정보, 인증관련 정보, 세션정보,
메시지 아이디 정보 등
Body : 각 패키지마다 다수의 Command를 담은 컨테이너

SyncML Representation-2
z

SyncML 디바이스 정보
¾
¾
¾

디바이스 정보 교환
데이터 타입과 버전 등 명시
메타데이타 필드 결정 , 장치와 리소스 제한에 따라 벤더 마다
다른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음.

SyncML Representation-3
z

SyncML Command 기본 사항
¾
¾
¾
¾
¾
¾

z

데이터의 처리 명령을 나타냄
데이터 처리 관련 : Add, Copy, Delete, Exec, Replace,
Search
동기화 대상 데이터 라우팅 : Sync
데이터 초기화 및 정보 교환 : Alert , Put, Get , Result
동기화 매핑 테이블 유지 : Map
데이터 처리 결과 : Status

SyncML meta 정보
¾
¾

Anchor, Last, Next, FreeID , MaxMsgSize 등에 사용
Type, Format, Version 등의 포맷정의 등에 사용

SyncML Sync Session
클라이언트

서버
Package 1
클라이언트의 앵커정보 보냄

앵커 및 디바이스 정보 보냄

앵커로 인증결과 받음

Package 1에 대한 응답 정보
Package 2
Package 3

클라이언트의 변경사항 보냄

Replace , Package 2에 대한 응답 정보

서버의 변경사항 받음,

add , Package 3에 대한 응답 정보
Package 4
Package 5

패킷4에 대한 결과 보냄

Map, Package 4에 대한 응답 정보

패킷5에 대한 결과받음

Package 5에 대한 응답 정보
Package 6

Oracle 9iLite 의 이해-1
 Oracle 9iLite 란 ?
다양한 Mobile Device에 실행할 수 있는 개인화가 가능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Infrastructure.
9 Infrastructure = 9iLite DB + Mobile Server + Developing + Packaging + Deploying
•
•
•

Mobile Server
Mobile Development Kit (MDK)
9iLite Footprint Database

9 개인화 된 응용서비스
• 한 사용자가 다양한 Device 를 사용할 때 Device 특징에 따른 Data Set을 동기화 한다.
예) Note book (대용량 저장장치): full table (select * from table )
Pocket PC (소용량 저장장치): filtering (select a,b from table where ….)
한대의 Mobile
Server

동일한
모바일
사용자

a

b

c

Oracle 9iLite 의 이해-2
 Mobile Server

– Windows 95, 98, NT, 2000, ME
– Windows CE 2.0, 2.01, 2.02

9 통합된 단 하나의 서버
9 Oracle9iAS의 Module 로 동작 가능
9 다양한 device에 대한 Bootstrap Server

– Pocket PC 3.0
•Chip Sets: SH3, SH4, MIPS, x86
– Palm OS 3.0, 3.5 , 4.0 & POSE
– EPOC 5

9 중앙 관리 – “제어 센터”
• 모든 users and application들을 중앙서버에서 관리
• 각 user별 , group 별 application 과 Data 접근권한 관리
• Server Status 모니터링
• MGP 관리
• Data Subsetting
9 Mobile Web Applications (Web-to-Go) 의 Online Server
9 End-to-End 보안
9 간편한 설치
• JDK 1.3 , oracle 8i 이상 필요

Oracle 9iLite 의 이해-3
Mobile Server (계속)

z

¾

비동기적인 동기화

Offline 환경에서 빠른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synchronous 한 동기화 방식을 채택
Compose 단계 : 서버의 변경사항을 Out Queue에 반영
Apply 단계 : In Queue 에 저장된 Client 의 변경사항을
Oracle DB 서버에 반영

•Publication and Subscription model
–client에 snapshot 정보 갖지 않고 중앙 서버에
snapshot 을 정의(Publication) , Client 는 특정
mobile user로 접속하여 Mobile user 에 할당
(Subscription)된 snapshot만을 동기화 함.

•Transport Independent (application Layer인 상
위의 HTTP protocol 사용하여 동기화)

MGP

•한 User의 Device 별로 다른 Data set 동기화
Out
9iLite

In

MS

•Fast Refresh and Complete Refresh

DB

•Compression Support(zlib 알고리즘)
•SSL Encryption Support
•동기화 충돌해결 방법 제공 (Server win/ Client
win / 사용자 정의)

Client 는 client 측 변경사항을 In Queue 에 반영하고 Out
에서 서버측 변경사항을 적용한 후 동기화를 종료한다.

통합 동기화 플랫폼 구축
MS Pocket
Outlook ezSync
Client

9iLite
DB

SyncML

ezSync
Server

+

DB
암호화/압축

mSync

Mobile
Server

Ezpims
웹서비스

PDA와 웹 동기화
z

PDA와 웹서비스의 데이터 동기화 됨
¾

PDA 어플리케이션 정보



¾

PIMS데이터(MS Pocket Outlook) 와
비즈니스 데이터(이지포켓 어플리케이션) 정보

WEB 서비스 정보


EzPims ( 개인정보관리와 이지포켓 정보 관리) 정보

통합 동기화 클라이언트 화면
동기화 진행화면

서버 및 동기화 설정

동기화 옵션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