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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및 프리젠스 서비스

(57)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의 클라이

언트 장치는 한정자를 프리젠스 속성에 추가하는데, 이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한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

을 포함한다.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상기 수신된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

터들에 따라서 처리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명칭, 속성 및 값들과 함께 결합하고 동

일한 역할의 프리젠스 집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구성원들의 관련 권한 그룹을 가지는 하나

의 역할 내의 단일 프리젠스 집합 내에 저장하는지 보여준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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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mobile messaging system)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presence attributes)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attribute name)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qualifier)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한정자는 상기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터들에 따라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처리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한정자 내에서 속성의 프리젠테이션 세팅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수신된 속성을 상기 한정자에 기반하여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한정자 내에서, 상기 속성이 어드레싱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수신된 속성을 상기 한정자에 의하여 지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드레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속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에 전송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상기 한정자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5.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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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서버로부터 프

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권한자(authorizer),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리젠스 정보 속성을 구성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권한자는 상기 속성 및 상기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body)를 특정하고,

상기 서버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속성의 식

별자들의 조합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을 상기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을 상기 수신된 속성으

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

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은 프리젠스 그룹(presence group)과 관련된 발행

자 사용자(publisher user)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element) 및 속성치(attribute values)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authority)을 표시하는 권

한 스트링(authority str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presence set)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single publisher role)

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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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발행자로서의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

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11.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프리젠스 속성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

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한정자는 상기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

트 장치.

청구항 12.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

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터들에 따라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한정자는 상기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

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3.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서버로부터 프

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권한자,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리젠스 정보 속성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을 상기 수

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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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권한자는 상기 속성 및 상기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body)를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

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6.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

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발행자로서의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

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청구항 18.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로서,

상기 서버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

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서버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상기 기저장된 속성을 상기 수

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

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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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은 프리젠스 그룹과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20.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

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22.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

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발행자로서 동작하는 상기 서버와 통신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

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서버.

청구항 24.

프리젠스 시스템에 있어서,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발행자로서 또는 가입자(subscriber)로서 상기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

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 및

관련된 프리젠스 그룹들에 따른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해 발행자의 프리젠스 속성 집합의 유효치를 유지하기 위한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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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한정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28.

제24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상기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의 발

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31.

제24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는 모바일 물리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시스템.

청구항 32.

물리적 장치내에 저장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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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그룹들에 따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

해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속성 집합의 발행자로서 프리젠스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리젠스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가 멤버로 속한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속성 집합의 가

입자로서 상기 프리젠스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4.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각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갖는 한정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7.

제32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

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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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로서 상기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상기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 내에서 상기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 또는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

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0.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장치는 모바일 물리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1.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내에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32항 또는 제33항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적 장치.

청구항 42.

물리적 장치내에 저장되도록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로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프리젠스 집합들에 관련된 프리젠스 그룹들에 따른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행자의 속성의 상기 프리젠스 집합의 유효치를 저장하기 위한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각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한정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

될 수 있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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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명칭 엘리먼트는 상기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6.

제42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

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7.

제42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발행자로서 상기 물리적 장치와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을 발행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역할은 개별(distinct) 프리젠스 그룹들과 관련된 개별 프리젠스 집합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8.

제42항 내지 제45항에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장치는 모바일 물리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49.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내에 구현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제42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프리젠스 데이터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적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바일 무선 통신 시스템 내의 메시징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특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

내의 프리젠스 속성(presence attributes)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는 단말 사용자에게 고속이며 상호 동작하는 주로 텍스트에 기반한 통신을 제공한다. 인스턴트 메

시징을 위한 유틸리티는 당신의 채팅 상대편 또는 "친구들(friends)"의 온라인 상태 또는 응답 가능성(availability)를 추적

함은 물론 그들의 상태 또는 응답 가능성에 대해서 당신에게 통지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현격히 향상되었

다. 이러한 타입의 서비스는 "프리젠스 서비스(presence service)"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프리젠스'라는 것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에 연결된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동적 정보(dynamic information)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의 예를 들면, 통신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도달 가능성(reachability),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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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사용자의 위치 등이 포함된다.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

비스(IMPS, 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service)라고 불린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는 사용 가능했었지만, 유선 사용자 및 무선 사용자 간의 상호 접속 가능성(interconnectivity)은 결여되어 왔다.

무선 빌리지 규약(Wireless Village initiative)가 설립되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를 위한 사양들을

정의해 왔다. 무선 빌리지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특징들을 포함하는데

그 특징들은 프리젠스, 인스턴트 메시징, 그룹 및 공유 콘텐트들이다. 공유 콘텐트는 사용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그림 파

일, 음악 파일 및 다른 멀티미디어 콘텐트가 인스턴트 메시징 또는 채팅 세션에 있는 다른 개체들 및 그룹들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저장 영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무선 빌리지 규약은 운영자 및 말단 사

용자들 모두로 하여금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리젠스는 무선 빌리지 규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

이다. 현존하는 인터넷에 기반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젠스 값들은 매우 단순한데, 예를 들어 사

용자가 활성화되었는지(active), 부재중인지(absent), 통신하고자 하지 않는지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값들은 선결된 집합

의 값들로부터 선택된다. 무선 빌리지 이동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솔루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화이

트 페이퍼(white paper)가 발행되었다:"Wireless Village, The Mobile IMPS Initiative: White Paper", 2001년 4월 26일

판. 현존하는 모바일 단말기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비해서 사용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개인적 툴인 것으로 고

려될 수 있다. 사용자 및 모바일 단말기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할 때, 프리젠스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로운 타입의 프리젠스 정보의 용이 추가하고 사용

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에 결정된 프리젠스 속성들 이외에 새로운 프리젠스 속성들을 생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하여 프리젠스 속성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저장하는지를 개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측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qualifier)를 추가하는

데, 이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한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는 클라이

언트 장치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된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터에 따라 처리한다. 프리젠스 속성은 특정 사용자

및/또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모음이며, 프리젠스 정보는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제

공된다. 또한, 프리젠스 속성은 클라이언트 장치들 간의 기계-대-기계 간의 통신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측면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mobile

messaging system)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presence attributes)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서버

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

(attribute name)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상기 서버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은 다음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

을 한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내의 한정자 파라미터들에

따라 상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측면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장치는 권한자(authorizer),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

리젠스 정보 속성을 구성하며, 권한자는 속성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body)를 특정하고, 한정

자는 속성의 용법을 특정한다.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면, 서버 및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한다.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기

저장된 속성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신된 속성은 어떤 기저장된 속성도 교체하지 않은 채 추가

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2측면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

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

들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상기 서버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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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은 다음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권한자,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리젠스 정보 속성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권한자는 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담당

하는 몸체를 특정하고, 상기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며, 상기 서버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기저장된 속성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클라이

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

의 조합이 기저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기저장된 속성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

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는 한정자 내에

서 속성의 프리젠테이션 세팅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을 상기 한정자에 기반하

여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는 한정자 내에

서, 속성이 어드레싱 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을 한정

자에 의하여 지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드레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서버는 속성을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에 전송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한정자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서버에 의하여 클라이언트로부

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은 프리젠스 그룹(presence group)과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publisher user)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element) 및 속성치(attribute values)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명

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authority)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authority str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프리젠스 집합(presence set)

은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single publisher role)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 및 제2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발행자로서의 클라이언트 장치

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측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프리젠스 속성으로서의 프리젠

스 정보를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

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측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

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

터들에 따라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5측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로서, 클라이언트 장치는 프리젠스 속

성으로서의 프리젠스 정보를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권한자,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리젠스 정보 속성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기저장된 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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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기저장된 속성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신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권한자는 속성 및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body)를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3, 제4 및 제5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3, 제4 및 제5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프리젠스 집합은 단일 프

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3, 제4 및 제5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발행자로서의 클라이언

트 장치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6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서버는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며,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프리젠스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수

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기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기저

장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과 동일하면 기저장된 속성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신된 속성을 추

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6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서버는, 서버에 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이

프리젠스 그룹과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6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서버는, 각 프리젠스 속성이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

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

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6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서버는, 프리젠스 집합이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

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행자로서 동

작하는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

의 발행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측면에 따르면,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발행자로서 또는 가입자(subscriber)로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 및 관련된 프리젠스 그룹들

에 따라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한 발행자의 프리젠스 속성 집합의 유효치를 유지하기 위한 서버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시

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7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시스템은 각 프리젠스 속성이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

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한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명칭 엘리먼트는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

트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7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시스템은 프리젠스 집합이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행자로서 동작하는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하나 이상의 발행

자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7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가 모바일 물리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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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물리적 장치 내에 저장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에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그룹들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속성 집합의 발행자로서 프리젠스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프리젠스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

자가 멤버로 속한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속성 집합의 가입자로서 프리젠스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각 속성은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한정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명칭 엘리먼트가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프리젠스 집합이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발행자로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 내에서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프리젠스 속성이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8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는 모

바일 물리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9측면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는, 컴

퓨터 프로그램이 본 발명의 제8측면에 따른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0측면에 따르면, 물리적 장치 내에 저장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에 구현된 데이터

구조는, 프리젠스 집합들에 관련된 프리젠스 그룹들에 따른 가입자에 의한 접근을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행자의 속

성의 프리젠스 집합의 유효치를 저장하기 위한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0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구조는 각 속성이 속성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포함하는

아이템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칭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한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명칭 엘리먼트는 명칭 엘리먼트 및 속성치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권한 스트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0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구조는 프리젠스 집합이 단일 프리젠스 그룹에 관련된 발행

자 사용자의 단일 발행자 역할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0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구조는 발행자로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발행자 역할을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역할은 개별(distinct) 프리젠스 그룹들과 관련

된 개별 프리젠스 집합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제10면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구조에서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장치는 모바일 물리적 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1측면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내에 구현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에

서, 데이터 구조는 본 발명의 제10측면에 따른 프리젠스 데이터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장점은, 한정자를 추가함으로써 선결정된 프리젠스 속성들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정자는 새

로운 속성을 추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즉, 한정자를 가지는 속성은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속성 명

칭을 가지나 한정자가 없는 속성과는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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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들의 요구 사항 또는 그들의 현재 정확한 상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새로운 프리젠스 속성들을 종래 결정된 타입들

에 한정되지 않고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한정자를 사용하면 다른 장점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프리젠스 정보의 전송자

(소유자, owner)가 전송되는 프리젠스 정보가 수신되는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역시 한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속성이 어드레싱(addressed)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한정자 내에서 특정된다. 수신된 속성

은 한정자에 의하여 지시된 어플리케이션에 어드레싱된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장점은,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장치가 사용

된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특정 프리젠스 정보를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향하게 하는 한정자를 사

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단일 프리젠스 집합에서 어떤 역할(role)의 프리젠스 집합의 전부를 구독하는(subscriber) 권리를

가지는 관련된 권한 그룹 구성원을 가지는 역할 내에서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명칭, 속성 및 값들과 결합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시스템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다수의 모바일 클라이언트

(MC, mobile clients)는 모바일 네트워크(MNW, mobile network) 및 가능하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 네트워크

(ONW, intermediary networks)를 통하여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S)에 연결될 수 있다. 전형적

으로, 인터넷이 중재 네트워크(ONW)로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모바일 타입이 아닌 클라이언트(non-mobile client, C)도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에 의하여 서비스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

(S)는, 프리젠스 서비스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수 개의 엘리먼트로 기능적으로 분할된다. 즉, 발행자 서버(PS,

publisher server)는 프리젠스 정보를 소유하는 클라이언트를 발행하기 위한 가정용 서비스 엘리먼트이며, 구독하는 또는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홈(home)인 구독자 서버(SS, subscriber server)로 나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클라이언트

(MC)는 두 서버 모두에 의하여 서비스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를 발행자 서버(PS)에 갱신

하고, 발행자 서버로서 동작하며, 반면에 다른 클라이언트에 관한 프리젠스 정보를 구독자 서버(SS)로부터의 프리젠스 속

성으로서 요청하고 수신한다. 발행자 서버(PS)는 프리젠스 데이터를 유지하며 프리젠스 정보에 관련된 사용자의 발행 선

호도에 기반하여 그의 분산을 담당한다. 구독자 서버(SS) 및 발행자 서버(PS)의 동작은 하나의 물리적 서버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도 있으며, 복수 개의 서버 장치들에게 분산될 수도 있다.

현재의 설명은 프리젠스에 관련된 서비스 기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중요한 모바일 인스턴

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기능들은 메시징 기능들, 사용자 그룹 관리 기능들, 콘텐트 관리 기능들, 구독자 관리

기능들 및 클라이언트 기능들이다.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들은 이러한 서비스

기능들을 이용함으로써 생성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수 개의 사용자 그룹들에 속하고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S)는 그룹 구성원을 관리하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관리하고 구성원들 및 그룹 간의

프리젠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서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보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다. 즉, 서버는 예를 들어

어떤 프리젠스 또는 다른 정보들이 그룹 '친구들'의 구성원들에게, 그룹 '직장 동료들(Work colleagues)'의 구성원들에게,

또는 공개적으로 아무 클라이언트에게나 전달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사용자 선호도에 기반한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토콜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IP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이한 하위 계층의 트랜스미션 프로토콜들이 사용도리 수도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MNW)로는 어떠한

무선 네트워크들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GSM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전화 네트워크, GPRS 서비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역시 지원하는 네트워크, UMTS 네트워크(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와

같은 제3세대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또는 사설망과 같은

네트워크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블루투스(BluetoothTM) 통신과 같은 근거리 적외선 또는 무선 연결 기술이 사용되어

모바일 클라이언트(MC) 및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S) 간의 통신 경로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무선국(mobile station), PDA 장치 또는 무선 모뎀을 포함하거나 무선 모뎀에 연결

된 랩톱 컴퓨터일 수 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메시지들은 예를 들어, 회선 교환 방식의 데

이터 콜, 패킷 교환 방식의 데이터 송신 콘텍스트, SMS 또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와 같은 메시징 서비

스들과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여 전달될 수 있다. 도 2는 프리젠스 속성의 송신을 예시하는 신호도이다. 모바일 클라이언트

(MC)가 발행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들을 결정하면(201),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프리젠스 속성들을 발

행자 서버(PS)로 갱신하는데, 즉,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들을 발행한다. 프리젠스 속성들의 결정(201)은 클라

이언트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와 논리적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

(IMPS) 세션을 설정할 때 또는 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개시에 의하여 어떤 프리젠스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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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201 단계는 선결된 시각, 데이터 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의 사용자 프로파일의 변경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모바일 클라이언트(MC)(A)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의 구독자 서

버(SS)에 접근할 때,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다른 클라이언트(B)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203). 구독자

서버(SS)는 이 정보를 발행자 서버(PS)(클라이언트 A의)로부터 요구한다(204). 발행 선호도(클라이언트(B)의)에 의하여

허용될 경우에, 발행자 서버(P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구독자 서버(SS)에 전송한다(205). 클라이언트

(B)에 의하여 설정된 발행 선호도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 중 일부분이 전송(클라이언트(A)로 전송 되거나 일반적으로 전송

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구독자 서버(SS)는 클라이언트가 구독자 서버(SS)의 서비스와 논리적 연결을

설정하였을 경우, 사용자 선호도(클라이언트(A)의)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자동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구독자 서

버(SS)는 프리젠스 속성들을 수신 클라이언트 MC(A)로 전달한다(206).

구독자 서버(SS) (및 발행자 서버(PS))는 전형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의(client-originated) 프리젠스 속성들을 수정되지

않은 클라이언트(client unmodified)로 전송한다. 그러나, 발행자 서버(PS) 내에 구현된 콘텐트 적응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 콘텐트 적응 기술은 프리젠스 속성의 수정 명령의 발행을 수신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기능과 정합하는 방법으

로 어드레스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으로서 프리젠스 정보를 송신하는데 덧붙여서, 발행 선호도에 따라서 가능한

모바일 클라이언트(MC)들(논리적으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프리젠스 정보를 푸시(push)하는 것 역

시 가능하다. 푸시-타입의 프리젠스 알림(notification)은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하여 발신(trigger)될 수 있다. 즉, 푸시-

타입의 프리젠스 알림은 발행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갱신을 발행자 서버가 수신했을 때, 발행자 서버가 속성값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또는 값을 갱신하는 구현되기 나름의(implementation-specific) 내부 신호에 의하여 발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속성을 발행자 서버(PS)로 갱신하고, 구독자 서버(SS)

로부터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들을 관리하고(207),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속성으로부터 획득된 현재 프리젠스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프리젠스 속성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된 갱

신 메시지 내에 새로운 프리젠스 속성값이 수신될 때까지(또는 클라이언트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

(IMPS) 세션을 종결할 때까지) 프리젠스 정보(프리젠스 속성값)를 저장한다. 더 나아가, 본 명세서의 해당 부분에서 더욱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프리젠스 정보를 자동적으로 이용하여 그 기능을 상응하도록 조절

할 수도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신호도에 첨가하여, 프리젠스 속성들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이전에

프리젠스 정보의 발행자로부터의 권한이 요구될 수도 있다. 도 2는 예를 들어 메시지 202 이후에 서버가 응답하는 상태 메

시지들에 대해서는 도시하지 않고 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프리젠스 속성은 발행자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그 값 필드(value field)를 기입한 것이다. 서버 중심

(server-originated)의 프리젠스 속성은 발행자 서버에 의하여 그 값 필드를 기입한 것이다. 값 필드 중 일부가 클라이언

트에 의하여 기입되고 다른 부분은 발행자 서버에 의하여 기입되면 그 프리젠스 속성은 클라이언트-서버 중심이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들 또는 관리자들이 선결된 속성의 집합 이외에 새로운 프리젠스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다. 프리젠스 속성은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로 분할될 수 있다.

- 클라이언트 상태(Client Status) : 클라이언트 장치가 통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들로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 도달 가능성, GPRS 첨부 여부, 전원 온/오프 상태, 오퍼레이터(operator) 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내의 속성들은 무선이 아닌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위해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

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내의 속성들과 매우 상이하다.

- 사용자 상태(User Status) : 사용자가 통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들로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대기 여부, 회의중, 바쁨, 부재중, 다른 전화 받는 중, 채팅하는 중, 메시지 수신 거부 등과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 : 사용자의 지역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들로서, 예를 들어 지역 시간, 시

끄러움/조용함 여부의 상태, 내부/외부 상태, 사용자의 위치,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방문한 PLMN(visited

PLMN), 도시/거리, 건물(premises) 등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위치는 지역 정

보 속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응답 가능 여부(회의중, 여름 별장 등)와 같은 정보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MC)의 이용자 프로파일 세팅을 통해 용이하게 구해질 수 있다.

- 개인 상태(Personal Status) : 다양한 개인 속성들이 사용자의 개인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감정 상

태, 개인적 기호 및 선호도 등과 같은 정보들을 설명한다.

- 클라이언트 기능(Client Capabilities) :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이한 통신 수단들, 상이한 매체 타입들 및 상이한 특징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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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속성(User Attributes) :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외부값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문자로 표시된 프

리젠스 값들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프리젠스 속성들이다.

- 확장 프리젠스 정보(Extended Presence Information) : 고유한 벤더(vendor)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동적으로 표준 프

리젠스 서버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비표준 프리젠스 속성들을 정의했다.

그러므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들 및 실제 사용자들을 위한 상이한 프리젠스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

자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장치는 온라인 상태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고 정의되지만 SMS이 소유자로서 사용되면 온라인이 아닌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

다.

프리젠스 속성들의 범용 구조 및 식별(General Structure and Identification of Presence Attributes)

표 1은 프리젠스 속성들의 범용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젠스 속성은 식별자 부분 및 복수 개의 값 필드

들을 가진다. Req 필드는 그 엘리먼트가 필수적인지(M, mandatory), 선택적인지(O, optional), 또는 조건부인지(C,

conditional)를 결정한다. 속성 정보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포맷을 가진다.

[표 1]

프리젠스 속성 구조

정보 엘리먼트 Req 타입 설명

NameSpec M XML 속성 식별 정보

값 M XML 속성 값

Namespec 엘리먼트의 부-엘리먼트(sub-element)는 표 2에서 설명된다.

[표 2]

NameSpec 엘리먼트

NameSpec Req 타입 설명

명칭 M 스트링 속성의 명칭

한정자(qualifier) O 스트링
속성 용법의 범위에 대한 정보

권한(Authority) C 스트링

속성 NameSpec 및 값 필드 명칭

이 고유하다는 사실을 담당하는

권한

속성의 명칭은 정보 엘리먼트 '명칭(Name)'에 의하여 제공되는 스트링이다. 명칭 정보 엘리먼트는 모든 프리젠스 속성들

에 대하여 다음 [표 3]에 정의된 포맷으로 정의된다.

[표 3]

명칭 엘리먼트

정보 엘리먼트 명칭

데이터 타입 스트링

포맷 프리 텍스트 포맷(free tex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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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프리젠스 속성의 명칭

한정자 엘리먼트의 포맷은 다음 [표 4]에 예시된 바와 같다.

[표 4]

한정자 엘리먼트

정보 엘리먼트 한정자

데이터 타입 스트링

포맷 프리 텍스트 포맷(free text format)

설명 속성 용법의 범위를 수정

한정자 엘리먼트는 속성 용법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한정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프리젠스 정보의 발송자(발행자)로 하여금 그 프리젠스 정보가 수신 클라이언트 장

치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정자 스트링은 수신 클라이언트 장

치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발행자가 그의 정확한 위치(예를 들어, 그가 속한 거리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중 일부(예를 들어

그룹 A라고 한다)에게만 한정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예를 들어 그룹 B라고 한다) 그보다 덜 정확한 위치 정보(예

를 들어 그가 속한 도시의 명칭)만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발행자는 도시 명칭을 가지는 위치 속성을 그룹 B에게 발행할

수 있다. 그룹 A에 대해서, 그는 한정자(예를 들어 "내 가장 친한 친구들")를 위치 속성에 첨부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속

한 거리 주소를 새로 추가된 속성에 포함하여 이것을 그룹 A에게 발행한다. 이러한 속성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행자 서

버(PS)는 그들의 값을 별개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룹 A 및 그룹 B 모두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클라이

언트 장치는 이러한 두 가지 속성들을 구분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사용자가 활성화시킨 그룹에 따라

속성을 제공(또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가능한 한정자 값들은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

여 선할당될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발행자)에 의하여 동적으로 할당될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동적으로 할당

된 한정자 값들을 한정할 수도 있다.

권한 엘리먼트는 속성 및 그 콘텐트를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를 결정한다. 이것은 속성 확장 메커니즘에

관련된다.

[표 5]

권한 엘리먼트

정보 엘리먼트 권한(Authority)

데이터 타입 스트링

포맷 URL

설명 속성의 고유성(uniqueness)을 담당하는 몸체를 식별

선결정된 프리젠스 속성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면, 권한 스트링은 생략될 수 있다. 한정자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은 권한 엘리먼트의 사용을 요구하는 속성의 수정이 아니다. 한정자 스트링은 새로운 속성(새로운 명칭)을 소개할 때에

또는 새로운 값 필드가 기존에 특정된 속성에 추가될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속성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권한이 새로운 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값 필드 명칭은 속성 내에서 고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값 필드를 현존하는 속성에 소개하는 것은 그

속성을 정의한 몸체에 의하여 결정된 규칙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 새로운 값 필드를 추가하면 예전 속성이 새 속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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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된다. 이러한 동작은 새로운 속성 및 예전의 속성 모두가 공존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권한 필드의 프리젠스에 의

하여 알려져야 한다. 또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공공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속성을 공개(release)하는 것 역시 가

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와 같은 적합한 권한에 의하여 등록되고, 역

시 권한 필드 내에서 알려진다. 이러한 경우에, 스테이크홀더 누구라도 권한 필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속성을 위한 추가적

인 값 필드들을 등록할 수 있다. 서버(PS, SS)는 서버가 값 필드의 의미(semantics)를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도 속성으로

부터 값 필드를 제거하지 않는다.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속성 내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값 필드를 무시한다.

속성은 NameSpec 엘리먼트에 의하여 식별되고 고유하게 유지된다. 도 3은 NameSpec 엘리먼트 및 한정자의 용법을 나

타내는 예시도이다. 한정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1) 내의 속성을 위하여 결정된다(301). 사용자가 그 한정자를 결정하

거나 모바일 클라이언트(MC)가 한정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정자는 원하는 사용자 그룹을 특정하거나, 프리젠스

정보를 수신 클라이언트 장치(MC2)에 어떻게 제공하는지 결정하거나, 또는 수신 클라이언트 장치(MC2)가 그 속성을 어

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결정될 수 있다. 한정자를 결정할 때 모바일 클라이언트(MC)의 사용자 프로파일

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바일 클라이언트(MC1)는 현재 프로파일(예를 들어, 회의 중과 같은), 일정표(예

를 들어 회의가 12시에 끝남과 같은) 및 지역 시간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속성을 구성한다. 한정자를 이용함으로써, 프리젠

스 속성은 수신 클라이언트(MC2)를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용이하게 수정될 수 있다. 속성은 발행자 서

버(PS)에 전송된다(302).

발행자 서버(PS)는 수신된 속성의 NameSpec 엘리먼트를 기저장된 속성들과 비교한다(303). 우선, 발행자 서버(PS)는 권

한 스트링을 상호 비교한다.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지 않는 속성은 권한 스트링을 포함하는 어떤 속성과도 다른 것으로 판

단된다. 그 이후에, 속성 명칭들이 비교된다. 최종적으로, 한정자 스트링이 비교된다. 한정자 스트링을 포함하지 않는 속성

은 한정자 스트링으로 포함하는 어떤 속성과도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이 세 비교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두 개의 속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정자를 가지는 수신된 속성을 상이한 한정자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속성

명칭을 가지는 속성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행자 서버(PS)는 수신된 속성의 값 필드가 이미 존재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이 속성이 MC2

에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에 추가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교를 행한다.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발행자 서버(PS)는 수신된 속성 내에 정보를 저장한다(303). 상기 수신된 속성의 모든 식별자가 이미 저장되어 있던 속성

의 식별자들과 동일하다면, 발행자 서버(PS)는 기저장된 속성의 종래의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수신된 속성의 프리젠스 정

보로 갱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서버(PS)는 다른 기존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상기 수신된 속성의 프리젠스 정

보를 추가한다. 발행자 서버(PS)는 속성을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MC2)에 전송한다(304). 이 경우 발행자 서버

(PS)는 자동으로 속성을 푸시하거나 클라이언트 장치(MC2)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한정자는 속성이 방향지워져야하는(directed to) 그룹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한정자는 예를 들어 개인용 콘

택트(private contacts) 및 전화 번호부의 공공 콘택트(public contacts)와 같은 콘택트들을 위하여 상이한 방법으로 프리

젠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발행자 서버(PS)는 한정자를 기반으로 하여 클라이언트 장치를

결정할 수 있다. 동적 전화번호부를 위한 서비스 기능은, 클라이언트 상태 속성, 사용자 상태 속성 및 개인 상태 속성들을

우선 더욱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 본 발명의 해당 부분에서 후술된다.

또한, 수신 클라이언트(MC2)는 발행자 서버(PS) 내에서의 비교(305)와 같은 과정이 수행된 이후에, 수신 프리젠스 속성

의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저장한다면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러한 종류의 프리젠스 속성의 삼중 식

별(ternary identification)은 프리젠스 속성들을 매우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생성하도록 허용한다.

한정자가 클라이언트 장치(MC2) 내의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전형적으로, 클라이언트 장치(MC)는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

언트 장치(MC1)는 사용될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예를 들어

포트 번호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장치

(MC1) 내의 속성의 프리젠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일 수도 있다. 수신 클라이언트 장치(MC2)는 수신된 속성을 한정자에 의하여 지시된 어플리케이션에 어드레싱한다(305).

예를 들어, 한정자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프리젠스 정보가 전화 번호부 어플리케이션 및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전

송될 수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프리젠스 정보를 상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속성을 손보는(tailor) 것 역시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장치(MC1)는 속성의 제공을 특정하는 한정자를 추가한다. 수신 클라이언트 장치

(MC2)는 수신된 속성을 한정자에 기반하여 제공한다(305). 한정자는 예를 들어 정보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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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시되지 않아야 하는지, 또는 정보의 어느 부분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한정자는 색, 대비 등

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팅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MC2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한정자 내

의 세팅들에 기반하여 구성된다(305).

클라이언트 상태 속성(Client Status Attributes)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의 현재 송신 기능을 나타내는 프

리젠스 속성을 이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속성의 구주는 [표 6]에 예시된다. 이 속성은 모뎀 속성이라고 불리는데, 사용자

단말기 부분들 또는 모바일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자를 관리하는 기능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한다.

[표 6]

모뎀 속성 구조

정보 엘리먼트 Req 타입 값 설명

NameSpec.Name M 스트링 모뎀 속성의 명칭

값 M XML 밑의 표7 참조
속성의 값.

타입이 스트럭쳐(structure)임

[표 7]

모뎀 속성의 값 필드

Modem.Value Req 단일/다중(Single/Multiple) 설명

상태(Status) M S 값 필드의 명칭

CommAddr O S 값 필드의 명칭

CS_Status O S 값 필드의 명칭

PS_Status O S 값 필드의 명칭

Roaming_status O S 값 필드의 명칭

CS_CallStatus O M 값 필드의 명칭

PDP_ContexStatus O M 값 필드의 명칭

[표 8] 내에 예시된 상태(Status) 값 필드는 모바일 모뎀의 상태를 지시한다.

[표 8]

모뎀의 상태 값 필드

정보 엘리먼트 상태

데이터 타입 숫자가 가미된 스트링(Enumerated String)

포맷

다음 값들:

ON - 단말기의 모뎀부가 파워 온 되었음

OFF - 단말기의 모뎀부가 파워 오프 되었거나 담당 영역 밖에 있음

DIS - 이 속성에 의하여 제공되는 값 필드(존재할 경우)가 유효하지 않음. 이전의 갱신으로부

터 획득된 모든 값 필드들이 유효하지 않음.

설명 모뎀 속성의 상태 필드

범위 ON, OFF,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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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값 필드는 모뎀이 턴온 되었는지 턴오프되었는지를 지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리젠스 속성은 속성

의 필수적인 상태 값 필드 내에 DIS 지시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S 항목이 속성 내에 설정되면, 속성 내의 모든

값들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수신 모바일 클라이언트(MC)는 그 속성의 값 필드들을 무시할 수 있다. 또한, 프리젠스

속성의 이전 값들은 제거된다( 및 무효화된다). 그러므로, 다른 값 필드들을 동반하지 않은 채 DIS 지시자와 함께 속성을

전송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매우 적은 기억 용량만을 차지하므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임계 대역폭

을 아길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 속성을 설명하는 속성과 함께 사용될 경우 더욱 실용적이다.

다시 표 7을 참조하면, 모뎀 속성의 CommAddr 값 필드는 모뎀(MC)의 통신 주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다음의 두 부분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통신 수단 및 콘택트 주소이다. 통신 수단은 지원되는 통신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운반하는데, 특히 그

모뎀이 패킷 교환 방식의 데이터를 지원하는지, 회선 교환 방식의 데이터를 지원하는지, 또는 음성, SMS 또는 MMS를 지

원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포함한다. 콘택트 부분은 주소를 포함하는데, 그 예를 들면 MSISDN 번호가 포함된다.

CS_Status 값 필드는 모뎀의 회선 교환 상태를 나타낸다(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음). PS_Status 값 필드는 모뎀의 패킷

교환 상태를 나타낸다(부착되었는지 부착되지 않았는지). RoamingStatus 값 필드는 홈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나타내며, 또는 그 모뎀이 현재 로밍동작하고 있는 PLMN을 나타낼 수도 있다. CS_CallStatus 값 필드는 CS

를 가진 자(CS bearer)의 들어오는 전화 상태(in-call status)를 제공한다(데이터인지 음성인지, 활성화되었는지 또는 활

성화 되지 않았는지). 다중 전화 응답 기능(multicall capability)이 이 모뎀에 의해서 지원될 경우에, 모뎀 속성은 이러한

들어오는 전화 상태의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PDP_Context Status 값 필드는 PDP(Packet Data Protocol) 콘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그 예를 들면 QoS(Quality of Service)와 같은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예시에서, 모뎀의 값 필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의 송신 기능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운반하도록 사

용될 수도 있다. 제1 예시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MC)의 최대 비트율은 모드 속성 내에서 운반된다. 그러면, 수신 클라이

언트 장치는 그 송신율을 최대 비트율을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제2 예시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는 데이터 파일들을 클라이

언트 장치에 전송할 경우 오직 패킷 교환 방식의 전송 모드 만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제3 예시는 특정한 타입의

통신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로밍 장치가 요구한다(예를 들면, 음성 전화만이 허용되고, 데이터 파일들은 전송될 수 없다는

등).

사용자 상태 속성(User Status Attributes)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호도에 대한 속성이 결정된다. 이러한 활동성은 가능성 속

성(Availability attribute)에 포함되는 값 필드들에 의하여 특정된다. [표 9]는 가능성 속성의 구조를 예시한다.

[표 9]

가능성 속성 구조

정보 엘리먼트 Req 타입 값 설명

NameSpec.Name M 스트링 사용 가능성 속성 명칭

값 M XML 밑의 표 10 참조 속성 값

[표 10]은 가능성 속성의 값 필드를 설명한다.

[표 10]

가능성 속성(Availability attribute)의 값 필드

Availability 확장 값 Req 단일/다중(Single/Multiple) 설명

상태(Status) M S 값 필드의 명칭

CommAavil O S 값 필드의 명칭

PhoneAvail O S 값 필드의 명칭

SMSAvail O S 값 필드의 명칭

등록특허 10-0653935

- 21 -



MMSAvail O S 값 필드의 명칭

IMAvail O S 값 필드의 명칭

EmailAvail O S 값 필드의 명칭

Image O M 값 필드의 명칭

Text O M 값 필드의 명칭

[표 11] 내에 예시된 상태(Status) 값 필드는 가능성 정보의 상태를 지시한다.

[표 11]

상태 필드

정보 엘리먼트 상태

데이터 타입 숫자가 가미된 스트링(Enumerated String)

포맷

다음 값들:

ENA - 이 속성 내에 포함된 값 필드가 최신 정보를 포함함. 이전에 갱신되고 이 속

성 내에 포함되지 않은 값 필드가 여전히 최신임.

DIS - 이 속성에 포함되는 값 필드(존재할 경우)가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함.

이전에 갱신된 값 필드들이 유효하지 않음.

설명 가능성 속성의 발행 상태를 정의

범위 ENA, DIS

상태 값 필드는 가능성 정보를 발행하는 것이 활성화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시한다. DIS 지시자(indication)는 가능

성 속성의 값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같이 전술된 것처럼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자 서

버(PS)는 모바일 클라이언트(MC)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세션을 닫은 후에 DIS 지시자와

함께 가능성 속성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는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속이 갑자기 끊겼을 경우에도 전

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시스템 내

에 전재하지 않는 사용자 및 클라이언트 장치에 관련된 가능성 정보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표 10 내의 Comm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어떤 형태의 원격 통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 여부를 지시한다.

Phone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지시한다. SMS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SMS

교환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MMS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교환

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IM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IM(Instant Messaging) 교환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EmailAvail 값 필드는 사용자가 Email 교환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표 12]

이미지

이미지 Req 설명

ContainedImage C 전송 인코딩 형태 내에 이미지가 포함됨

ReferredImage C 이미지의 URL

값 필드 M
Status, Image 또는 Text를 제외한 속성 내부의 모든 값 필드의

명칭

이 값 필드는 이미지를 Status, Text 또는 Image 필드를 제외한 가능성 속성내의 어떠한 값 필드에도 관련시킨다.

ContainedImage 값 필드는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이미지의 크기 및 형식은 제한될 수 있다. ReferredImage 값 필드는 관

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의 URL을 포함한다. 값 필드(ValueField)는 이 이미지가 관련된 값 필드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발행자는 DISC의 의미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현재 'DISC' 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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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Avail 값 필드에 이미지를 관련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화 통화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속성에서 이미지 값 필드는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값 필드가 속성 내에 포함될 때 마다, 이것의

목적 값 필드(target value field) 또한 동일한 속성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성은 오직 목적 값 필드가 유효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목적 값 필드가 갱신되거나 무효화되면(invalidate), 이 속성을 가지는 모든 이전 관련성이 수신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Text 값 필드의 구조가 [표 13]에서 예시된다.

[표 13]

Text

Text Req 설명

ContainedText M 텍스트 스트링

ValueField M Status, Image 또는 Text를 제외한 속성 내부의 모든 값 필드의 명칭

Text 값 필드는 Status, Image 또는 Text 필드를 제외하고 가능성 속성 내의 모든 값 필드에 텍스트 스트링을 관련시킨

다. Text 값 필드는 ContainedText 필드 내에 텍스트 스트링을 포함하며, ValueField 내에 관련된 값 필드를 포함한다.

텍스트의 크기는 ContainedText 엘리먼트 내에 한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행자는 NAVL의 의미에 대한 그림으로 설

명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현재 'NAVL' 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PhoneAvail 값 필드에 텍스트를 관련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14:00 시 까지 회의중'). 이러한 속성에서 이미지 값 필드는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즉, 동일한 텍스트는 다양한

값 필드에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값 필드가 속성 내에 포함될 때 마다, 이것의 목적 값 필드 또한 동일한 속성 내에 포함되

어야 한다. 관련성은 오직 목적 값 필드가 유효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목적 값 필드가 갱신되거나 무효화되면, 이 속성을

가지는 모든 이전 관련성이 수신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지 및 텍스트가 자동적으로 프리젠스

속성에 추가될 수 있다.

개인 상태 속성(Personal Status Attributes)

개인 상태 속성(PersonalStatus Attribute)은 발행자의 개인 상태를 나타낸다. 옵션 및 상세한 사항은 이 속성에 포함되는

값 필드에 의하여 특정된다. [표 14]가 PersonalStatus를 위한 속성 구조를 예시한다.

[표 14]

PersonalStatus 속성 구조

정보 엘리먼트 Req 타입 값 설명

NameSpec.Name M 스트링 개인 상태 속성 명칭

값 M XML 밑의 표 15 참조 속성 값

[표 15]는 PersonalStatus 속성의 값 필드를 예시한다.

[표 15]

PersonalStatus 속성 값

PersonalStatus.Value Req 단일/다중(Single/Multiple) 설명

상태(Status) M S 값 필드의 명칭

Text O S 값 필드의 명칭

Mood O S 값 필드의 명칭

Time O S 값 필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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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O M 값 필드의 명칭

[표 16] 내에 예시된 상태(Status) 값 필드는 PersonalStatus 정보의 상태를 지시한다.

[표 16]

PersonalStatus 속성의 상태

정보 엘리먼트 상태

데이터 타입 숫자가 가미된 스트링(Enumerated String)

포맷

다음 값들:

ENA - 이 속성 내에 포함된 값 필드가 최신 정보를 포함함. 이전에 갱신되

고 이 속성 내에 포함되지 않은 값 필드가 여전히 최신임.

DIS - 이 속성에 포함되는 값 필드(존재할 경우)가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함. 이전에 갱신된 값 필드들이 유효하지 않음.

설명 위치 속성(location attribute)의 발행 상태를 정의

범위 ENA, DIS

이 필드는 이 정보를 발행하는 것이 활성화 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DIS 지시자 또한 PersonalStatus 속성과 함께 사용

될 수 있다.

Text 값 필드는 프리 텍스트 형태로 발행자의 상태를 지시한다. Mood 값 필드는 발행자의 기분(mood)을 지시한다. Time

값 필드는 발행자의 지역 시간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이미지 역시 PersonalStatus 속성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표 12]에 이미 예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값 필드는 Status 또는 Image 필드를 제외하고 이 속성 내의 모든 값 필드에 이미지를 관련시킨다. 예를

들면, 발행자는 'IN_LOVE'의 의미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현재 'IN_LOVE' 라는 값을 가지고 있

는 Mood 값 필드에 이미지를 관련시킬 수 있다. 이미지 값 필드는 가능성 속성에 관하여 전술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기존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장치들 및 서버들 내에 구현될 수 있다. 기존의 클라이언트 장치들 및 서버들은 모

두 전술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창의적인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들을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

램이 내부 메모리 또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프로세서로 로딩되어,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될

때, 이러한 수단들이 본 발명에 의한 신규한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에 의한 구현 또는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의 조합에 의한 구현 모두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404)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402)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또는 유선 클라이언트 장치와 유사할 수 있거나, 도 2 및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모바일 클

라이언트 장치와 유사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서버(404)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서버와 유사하거나, 도 2 및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서버들 중 어느 하나와 유사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402)는 신호 라인(408, signal line) 상에

서 프리젠스 속성으로서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거나 서버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406)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리젠스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도 3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속성이 MC1으로부터 발행자 서버(PS)로 송신되는 단계(302)에 상

응하거나,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정보가 모바일 클라이언트(MC)에 의하여 갱신되어 발행자 서버(PS)로 전송

되는 단계(202)에 상응할 수 있다. 신호 라인(408) 상에서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

일 클라이언트(MC)가 구독자 서버(SS)로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요청하는 단계(203)에 상응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

(402)로부터 신호 라인(408)을 통해 서버(404)로 송신하는 과정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클라이언트(MC)로부

터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서버(S)로 중재 네트워크(ONW)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MNW)를 거쳐

송신하는 송신 경로와 유사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송신 경로는 유선 클라이언트(C)로부터 서버(S)로 중재 네트워크

(ONW)를 통한 송신 경로와 유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전송 경로들 역시 고려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물리적 매체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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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된 물리적 매체의 조합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클라이언트 장치(402)는 신호 라인(412) 상에서 서버(404)로

부터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410)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리젠스 정보는 속성 명칭에 의하여 식별되는 복수

개의 속성 타입들에 의하여 범주화(categorized)된다.

서버(404)는 속성들을 수신/송신하기 위한 수단(414) 및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에 기반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장치(402)는 추가적으로 프리젠스 속성에 한정자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416)을 포함하는

데, 여기서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추가된 한정자는 신호 라인

(408) 상에서 수단(406)을 통해 서버(404)로 전송되기 위하여 신호 라인(418) 상에 제공된다. 이러한 작업은 어플리케이

션(424)로부터 라인(422) 상에 수신된 지시사항(instructions)에 따라 프리젠스 속성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420)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프리젠스 속성을 요청하기 위한 수단(420)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수

단(420)에서 프리젠스 속성을 신호 라인(408) 상에서 송신하거나 요청하기 위한 수단(406)까지의 라인(426) 상에 신호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도 2의 단계(202)에서와 같이 프리젠스 속성을 갱신하는 경우에서 수단(416)이 한정자를 추가한 경

우에, 신호 라인(408) 상의 신호는 속성의 용법을 한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가지는 한정자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속성을 포함할 것이다.

서버(404)로부터 신호 라인(412) 상에서 들어오는(incoming) 프리젠스 속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장치(402)

는 수신된 속성 내의 한정자 파라미터를 따라 서버(404)로부터 신호 라인(412) 상의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을 처리하기 위

한 수단(428) 또한 포함한다. 신호 라인(412) 상의 수신된 프리젠스 속성은 수단(410)에 의하여 수신되어 수신된 속성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428)을 향하여 신호 라인(430)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처리된 이후에, 수단(428)은 어플리케이션에 의

하여 더 사용되도록 어플리케이션(424)을 향하여 신호 라인(432) 상에 어떤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한정자(416)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은 속성의 한정자 내의 프리젠테이션 세팅(presentation setting)을 특정하기 위한 수

단(434)을 더 포함하여, 서버(404)로부터 속성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가 프리젠테이션 세팅에 기반하여 속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도 4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장치(402)와 같은 클라이언트 장치는 수신된 속성을 신호 라인(412)

상에서 서버(404)로부터 수신되고 다른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하여 특정된 한정자에 기반하여 수신된 속성을 제공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수단(416)은, 서버(404)로 전송되어야 하는 한정자 내에서, 수신 클라이언트 내에서 속성이 어드레스되

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438)을 포함할 수 있다. 속성이 어드레싱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특정

하는 한정자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402)에 대한 경우에서, 그 장치는 신호 라인(430) 상에서 수신된 속성과 같은 속

성을 해석(interpreting) 하여 수신된 속성을 한정자에 의하여 지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드레스 하기 위한 수단(440)을

포함할 수 있다.

서버(404)에 대하여 더 상세히 살펴보면, 서버(404)는 속성을 서버 내의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 내의 프리젠스 그룹에 의

하여 특정되는 것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향하여 전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한정자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하기 위한 수단(444)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이러한 권한(authority)을 제공하는 수단(448)으

로부터 신호 라인(446) 상에서 제공되는 권한에 의존할 수 있다. 만일 한정자 및 권한이 속성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

이언트 장치들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서버(404)는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장

치(402) 및 적합하다면 이와 유사한 장치로 전송할 것이다.

서버에 알려진 정보에 따를 경우, 특정 클라이언트에 적합하도록 의도된 프리젠스 속성이 그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정합되

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는 라인(450) 상에서 수단(444)에 의하여 프리젠스 속성을 클라이언

트의 기능에 정합되도록 수정하기 위한 수단(452)을 향하여 제공될 수 있다. 수정된 속성이 라인(450) 상에서 수단(444)

으로 다시 역 제공될 수 있다. 반면에, 프리젠스 속성이 "푸시(push)" 기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정된

프리젠스 속성은 라인(454) 상에서 수정된 프리젠스 속성을 그 클라이언트 또는 적합할 경우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푸시하기 위한 적합한 스텝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456)을 향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과정은 라인(458)에

서 수단(444)을 향해 시그널링될(signalled)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기능 블록들은 개별 하드웨어, 특화된 집적회로, 마이크로 콘트롤러, 소프트웨어, 펌웨어 등과 같은 기술들

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도면에 나타

난 개별 기능 블록들에 할당된 기능들은 다른 기능 블록들에 대한, 또는 다른 기능 블록들로부터의 자유로운 추가 또는 삭

제를 통하여 통합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능 블록들의 협조적 관계는 그들의 순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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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계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을 가하여도 전술된 바와 같은 동일한 목적 결과들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

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 장치의 상세한 부분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있

다는 점 역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이나 동일하지는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예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는 프리젠스 속성들을 수신하고 서버(504) 내에 유지하기 위한 수단(510)을 향한 신호 라인(508) 상에서

서버 장치(504)와 수단(506)을 통하여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장치(502)를 나타내는데, 장치(506)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은 프리젠스 속성으로서 프리젠스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수단(420)과 유사하며, 수단(510)은 도 4에 도시된 서버(404) 내

의 수단(414)과 유사하다. 이와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장치(502)는 라인(514) 상의 서버(504)의 수단(510)으로부터의 프

리젠스 정보를 나타내는 프리젠스 속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512)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장치

(402)의 수단(420) 및 수단(416)과 유사하게, 도 5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장치(502)도 권한자(authorizer),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는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516)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권한자는 속성

을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몸체를 특정하고 한정자는 속성의 용법을 한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속성은 라인

(518) 상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508) 상에서 서버(504)로 송신되기 위하여 수단(506)을 향하여 제공될 수 있다. 서버

(504)는, 권한자, 속성 명칭 및 한정자의 동일한 조합을 포함하는 이미 저장된 속성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510)으로부터

라인(522) 상에서 수신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속성에 대하여 응답하는 수단(502)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합이 이미 저장된 속성의 조합과 동일하다면, 예를 들면 저장 수단(524) 내에 저장된 속성들의 조합과 동일

하다면, 수신된 속성이 신호 라인(526) 상에서 이미 저장된 속성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만일 속성

파라미터들이 변경된다면, 갱신된 파라미터들이 저장 수단(524) 내에 저장된다. 다른 경우에, 수신된 속성이 새로운 속성

으로서 저장 수단에 추가된다. 이러한 기능은 전술된 바와 같이 수단(520) 내에서 수행되거나, 수신된 속성을 라인(530)

상에서 수단(520)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신하고 만일 식별자의 조합이 동일할 경우 기저장된 속성들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신된 속성을 연결 라인(532) 상에서 그 자신 및 저장 수단(524) 간에 추가하기 위한 기능을 포

함하는 개별적 수단(528)에 의하여 완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502)는 수단(512)으로부터 라인(542) 상에서 들어오는 속성을 수신하고, 수신된 속성의 식별자들의 조

합이 기저장된 속성의 조합들과 동일할 경우 기저장된 속성들을 수신된 속성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신된 속성과 동일한

식별자를 포함하는 이미 저장된 속성들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540)의 예를 들어서 전술된 바와 같은 기능과 유사한 기능

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된 속성은 저장 수단(544)에 추가된다. 검색을 위한 수단(540)은 그 내부에 수단(542)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그들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될 수도 있다. 분리되는 나중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신

호 라인(546)은 수단(540)으로부터 수단(542)으로 수신된 수신 속성에 관련된 속성 정보를 제공한다. 저장 수단(544)은

속성을 대체 또는 추가하기 위한 수단(542)과 통신하는 통신 라인(548) 및 기저장된 속성들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540)과

통신하는 통신 라인(550)을 통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동적 전화번호부 서비스(dynamic phonebook service) 실시예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

된다. 동적 전화번호부 서비스는 다양한 전화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통화 이전에" B 상대방의 프리젠스 정보가

A 상대방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 B 상대방은 사용자 전화 번호부 목록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엔트리들일 수 있다. 프리젠스 정보는 전술된 바와 동일한 범주들로 분리될 수 있는데, 즉, (1) 클라이언트 가

능성(client availability), (2) 사용자 가능성, (3) 지역 조건(local conditions), (4) 개인 상태, (5) 클라이언트 기능, (6) 사

용자 속성, 및 (7) 확장된 프리젠스 서비스들로 분리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프리젠스 시스템은 프리젠스 클라이언트(602, 604, 606), 프리젠스 사용자들(608, 610, 612), 프리젠스 사용

자 역할들(Presence User Roles, 614, 616, 618, 620, 622, 624), 프리젠스 프록시(Presence Proxies, 626) 및 프리젠

스 서버들(628, 630)을 포함하는데, 이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 하여금 프리젠스 시

스템과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는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프리젠스 시스템

과 상호 작용하는 개인이다. 물리적 장치(632, 634)는 예를 들면 모바일 핸드셋 또는 개인용 컴퓨터(PC)와 같은 것인데,

하나의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다수 개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요소들(presence client instances, 602, 604)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는 단일 사용자에 의하여 소유된다. 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소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상이한 장치 내에 전형적으로 존재한다.

사용자들(608, 610, 612)은 개념적으로 발행자들 및 구독자들로 구분된다. 발행자는 프리젠스 정보의 창작자(originator)

이다. 구독자는 프리젠스 정보의 수신자이다. 사용자는 동시에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의 발행자 및 다른 발행자들의 프리젠

스 정보의 구독자 모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할(Roles)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발행자 역할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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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 집합(Presence Set)라고 불리는 프리젠스 값들의 집합에 관련된다. 동일한 사용자의 두 개의 상이한 프리젠스 집합

들의 프리젠스 값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역할들에 관련된다. 구독자 역할은 동일한 발행자 역할, 즉 동일한 프리젠

스 집합의 프리젠스 정보의 논리적 수신자이다.

프리젠스 프록시(626)는 프리젠스 서비스의 확장성(scalability)을 향상시키는 선택적인 네트워크 엘리먼트이다. 프록시

는 임시적으로 발행자로부터 서버를 향하여 상향식으로 진행되거나 서버로부터 구독자를 향하여 하향식으로 진행하는 상

이한 프리젠스 집합들의 프리젠스 값들을 저장한다.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상태가 되면, 프록시는 클라이언트를 현재의 프

리젠스 정보를 이용하여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발행자가 새로운 프리젠스 값들 서버로 전송하면, 프록시는 프록시에 등록

된 모든 구독 클라이언트들을 갱신할 수 있다. 프록시는 프리젠스 값들을 오직 임시적으로만 캐시할 수 있다. 프리젠스 정

보가 발행자로부터 수신될 경우에도 프록시는 이 프리젠스 정보의 모든 갱신이 동일한 프록시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없다. 만일 프록시가 프리젠스 집합과 관련된 구독자 그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프록시는 이 정보에 대하

여 서버에 요청해야 한다.

프리젠스 서버(628, 630)는 유효한 프리젠스 값들 및 각 프리젠스 집합에 관련된 그룹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네트워

크 엘리먼트이다. 서버는 프리젠스 클라이언트와 직접 통신하거나, 프록시를 통해 통신한다. 서버는 프록시에 의하여 캐시

된 프리젠스 값들의 유효 기간에 대하여 프록시에게 통지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프록시는 그 값을 폐기하던가 서버

로부터 그 값들을 리프레시 하여야 한다. 서버는 얼마나 빈번하게 프리젠스 값이 변경되는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아이템

단위로 유효 기간을 프리젠스 아이템에 할당한다. 유효 기간은 동적인데, 즉, 유효 기간은 프리젠스 아이템의 수명 동안 변

경될 수 있다.

프리젠스 서버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프리젠스 서버와도 역시 프리젠스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예를 들면, 만일

발행자 및 구독자가 관리의 측면에서 상이한 프리젠스 서버에 속할 경우, 프리젠스 정보는 모든 서버를 향해 전달되어야

한다. 서버들이 상호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서버 모두에 게이트웨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702)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일 프리젠스 아이템(704)은 다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는데, 그것들은 명칭(708), 속성들(710) 및 값(712)이다. 프리젠스 집합(714)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프리젠스 아이템을 포함한다. 프리젠스 집합(714)은 사용자의 단일 역할(716)에 속한다. 단일 역할에는 하나 이상의 프

리젠스 집합이 존재할 수 없다. 덧붙여서, 단일 역할(716)에 속하는 단일 권한 그룹(authorisation group, 718)이 존재한

다. 권한 그룹은 동일한 역할의 프리젠스 집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프리젠스 집합 내의 프리젠스 아이템(704, 720, ..., 722)들은 고유하다, 즉 그들은 상호 구분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아이

템들은 명칭에 의하여 상호 구분된다. 프리젠스 집합이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아이템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템들의 식별 정보(id)를 포함하는 각 아이템 내의 속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룹(718)의 구성원

(member, 724, 726, ..., 728)들은 고유하다. 동일한 발행자의 상이한 역할들(716, 730, ..., 732) 내의 상이한 프리젠스

집합들은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아이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상이한 그룹들도 동

일한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역할(716)은 역할 ID, 그룹 ID 또는 프리젠스 집합 ID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 ID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

하여 할당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에서는 고유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ID가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 내

의 개별 엘리먼트에 어드레스하기 위하여 요청될 수 있다.

GroupID, ItemName

프리젠스 집합이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포함할 경우에, ItemName 은 ItemID 속성이 할당되도록 해

야한다.

UserID, DeviceID 및 ClientID와 같은 ID들은 요구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한다.

A. 예시적 프리젠스 프로토콜(Exemplary Presence Protocol)

A.1.0 구독되지 않은 프리젠스(Unsubscribed Presence, 도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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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프리젠스 정보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 203, 204, 205, 206에 제시된 바와 같은 메시지 흐름에서와 같

은 예시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요청(query)을 프리젠스 서버에 발행함에 의하여 또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아이템을 구독하고 수신하거나 또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아이템을 획득함에 의하여 메시징 서비스들과 분

리되어 획득될 수 있다.

프리젠스 서비스의 사용자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갱신(Update Presence) 메시지들을 전송함으로써 적당

한 시점에 프리젠스 서버 내의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프리젠스 획득(get

presence) 메시지를 발행하여 다른 사용자의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다. 프리

젠스 정보는 다시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되전송된다.

발행자는 그의 프리젠스 정보를 부분적으로밖에 갱신할 수 없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partial

presence information)만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요청된 프리젠스 정보를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백 콘텐트(empty content)가 사용자에게 전송

된다.

주어진 사용자를 위한 프리젠스 정보의 권한은 그 사용자를 프리젠스 집합에 상응하는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이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Management of presence database)'라는 항목을 가진 부분에서 상세히

후술된다.

A.1.1 프리젠스 갱신(Update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Content Model) :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primitive)는 프리젠스 서버 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리젠스 아이템들의 값을 갱신한다. 갱신될

프리젠스 아이템은 정보 엘리먼트 Presence 내로 운반된다. 만일 주어진 GroupID를 위한 서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템들이 Presence 내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위한 저장소를 서버가 제공하고 이 메시지로부터의 콘텐트

들을 복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는 종래 값들 새로운 값으로 교체한다.

이 콘텐트 내에서는 UserID 또는 PublisherID가 필요없다. 발행자 및 UpdatePresence 프리미티브를 포함하는 XML 문

서 간의 관련성은 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 내에서 생성된다.

A.1.2 트렌젝션 아이디(TransactionI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의 요청을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의 상응하는 응답과 함께 관련시키는 고유한

식별자(identifier)이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제1 응답을 되돌려 받기 이전에 하나 이상의 요청을 서버로 전송하였을 수

있다. 제1 응답은 반드시 제1 요청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요청 및 응답들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이 필요하다. 전형적으로, TransactionID는 일련의 숫자이다. 이 숫자는 요청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할당되며 응

답 단계에서 서버에 의하여 사용된다.

A.1.3 그룹 아이디(GroupI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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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 아이디는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내에서 권한 그룹 및 프리젠스 집합을 포함하는 발행자 역할을 고유하게 식별한

다. 이것은 프리젠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할당된다.

A.1.4 상태 갱신(UpdateStatus)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StatusCod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UpdatePresence 요청에 대한 프리젠스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이다. StatusCode는 다

음과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즉, 지원됨(supported), 새로운 할당(new allocation), 성공, 및 실패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A.1.5 프리젠스 획득(Get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Names?)*)｜(PresenceNames?)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프리젠스 서버로부터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0 개의 또는 그보다 많은

GroupID 들이 존재할 수 있다. 각 GroupID에 대하여, 선택적인 PresenceNames 들이 연결될 수 있다. GroupID가 이용되

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 범위는 그 사용자가 구성원으로 속한 모든 그룹들이다. 서버는 요청하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요

청에 관련시키는데, 이 경우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PresenceNames는 본 명세서에서 후술되어 정의된다. 이것은 그

값이 요청된 것으로부터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나열한다. 이것은 선택적이다. 이것은 GroupID와 연결되거나 GroupID가

나열되지 않았을 경우 홀로 사용될 수도 있다. GroupID와 연결되면, 서버는 주어진 그룹을 위한 프리젠스 아이템의 검색

을 한정한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모든 프리젠스 아이템의 값들이 요청된다.

A.1.6 프리젠스 아이템(PresenceItems)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요청된 프리젠스 아이템들의 목록 및 요청의 결과 상태의 목록을 제공한다. Presence 엘리먼트는

주어진 GroupID에 상응하는 프리젠스 집합이며, 본 명세서의 해당부분에서 후술되어 정의된다. StatusCode는 다음과 같

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즉, 권한 있음(authorised), 아이템 사용 불가(item not available), 성공, 및 실패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A.2.0 구독된 프리젠스(Subscribed Presence, 도 9 참조)

프리젠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이 어떤 이의 프리젠스 정보를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메시지 흐름은 도

9에 제공된다.

요청하는 사용자는 프리젠스 구독 메시지(subscribe presence message) A.2.1을 프리젠스 서버에 전송하여 어떤 이의

프리젠스 정보를 구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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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스 정보의 구독이 종결되면, 요청하는 사용자는 우선 새로운 프리젠스 정보(A.2.2)를 수신하고 다른 상대방이 그 프

리젠스 정보를 갱신하는 동안 수신한다.

요청하는 사용자가 더 이상 프리젠스 정보를 수신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는 프리젠스 정보의 구독을 중지

(unsubscribe, A.2)할 수 있다. 또는, 프리젠스 정보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만 구독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구독 중지 메

시지는 필요없다.

요청하는 사용자는 획득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프리젠스 정보의 오직 일부분만을 구독할 수 있다.

A.2.1 프리젠스 구독(Subs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SubsPeriod?, ((GroupID, PresenceNames?)*)｜PresenceNames?)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구독자가 권한을 부여 받은 발행자 역할로부터 프리젠스 정보를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옵션

인 GroupID는 구독되는 발행자 역할을 특정한다. GroupID가 없는 경우, 구독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역할들이 구독된

다. 각 GroupID는 그룹 내의 구독되는 아이템들을 PresenceNames 내에 나열된 것들로 한정하는 PresenceNames와 관

련될 수 있다. 옵션인 SubsPeriod는 구독 시간을 특정한다. SubsPeriod가 없는 경우에는, 구독은 상응하는

UnsubsPresence 프리미티브가 활성화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구독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된다. PresenceName은 권한

이 부여된 집합으로부터 구독된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특정한다. 이것이 없으면, 프리젠스 집합(GroupID) 내의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프리젠스 아이템들이 구독된다. GroupID와 별개로 홀로 사용될 경우, 권한이 부여된 모든 그룹들

로부터 호명된 아이템(named items)들이 구독된다. PresenceNames 는 본 명세서의 해당부분에서 차후에 정의된다.

A.2.2 구독 기간(SubsPerio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구독 기간의 길이를 정의한다. 시간 유닛은 TBD이다. 또는 이 콘텐트는 구독이 종결될 날짜를 지시할 수도

있다.

A.2.3 프리젠스 푸시(Push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발행자에 의하여 수정된 구독된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사용자에게 푸시한다. GroupID가 역할을 식

별한다.

A.2.4 프리젠스 구독 중지(UnSubs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Names?)*)｜PresenceNames?)

속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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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프리젠스 정보의 구독을 중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구독의 중지는 주어진 그룹들에게 한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어진 프리젠스 아이템들에게만 한정될 수도 있다. 아무런 GroupID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그룹

내의 호명된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위해 구독의 종결을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GroupID 및 PresenceNames가 모두 주

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구독이 종결된다.

A.2.5 상태 구독(SubsStatus)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PresenceNames)*)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구독 중지 동작을 위한 StatusCode를 반환하며, 현재 아직도 구독되는 프리젠스 아이템 및 그룹들

의 목록을 제공한다. StatusCode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즉, 지원되지 않음(not supported),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non-existent item), 구독되지 않는 아이템(non-subscribed item), 성공, 및 실패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A.3.0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Management of Presence Database)

프리젠스 사용자는 그의 사용자 그룹들 및 프리젠스 서버 내의 프리젠스 집합들을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 그룹 및 프리젠스 집합을 포함하는 역할이 프리젠스 그룹 생성(CreatePresGroup) 메시지(A.3.1)를 이용하여 생

성될 수 있다. 프리젠스 서버는 요청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PresGroupStatus 메시지(A.3.6) 및 생성된 그룹을 위한

아이디로써 응답할 것이다. PresenceInfo 메시지(A.3.7)가 획득 또는 구독 권한을 가진 프리젠스 아이템을 지시하는 그룹

의 구성원들에게 전송된다.

프리젠스 사용자는 프리젠스 그룹 상태 획득(GetPresGroupStatus) 메시지(A.3.8)를 이용하여 그룹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다. 그룹 정보 요청은 그 그룹의 소유자에게만 한정된다.

사용자 그룹을 소유하는 프리젠스 사용자는 그룹의 구성원 또는 프리젠스 집합을 위한 프리젠스 아이템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발행자는 DeletePresGroup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어떤 그룹을 삭제할 수 있다.

A.3.1 프리젠스 그룹 생성(GreatPresGroup)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MemberList,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프리젠스 서버 내의 한 역할을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권한 그룹(authorisation group)은

MemberList 내에 구성원을 포함하고 프리젠스 집합은 Presence 내에 포함된다.

A.3.2 구성원 목록(MemberList)

콘텐트 모델 : (MemberDescription)+

속성 : 없음

용법 : 구성원의 목록이다. 설명은 사용자로부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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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구성원 설명(MemberDescription)

콘텐트 모델 : (UserOriginatedMD?, ServerOriginatedMD?)

속성 : 없음

용법 : 사용자에 의하여 기인된 부분은 사용자에 의하여 보여지는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다. 서버에 기인된 부분은 서버 데

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다.

A.3.4 사용자에 기인된 MD(UserOriginatedM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에 기인된 수단이다. 이것은 명칭, 대상 인물의 전화기 중 하나의 MSISDN, 전

자 우편 주소, 또는 SIP 주소 같은 것들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위와 같은 것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설명의 데이터 포맷은

본 명세서의 기술적 사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vCard와 같은 공지 포맷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A.3.5 서버에 기인된 MD(ServerOriginatedM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서버에 기인된 수단이다. 이것은 명칭, 대상 인물의 전화기 중 하나의 MSISDN, 전자

우편 주소, 또는 SIP 주소 같은 것들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서버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위와 같은 것들의 조합일 수

도 있다. 설명의 데이터 포맷은 본 명세서의 기술적 사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vCard와 같은 공지 포맷들이 사용되어야 한

다.

A.3.6 구독 그룹 상태(PresGroupStatus)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MemberList, PresenceNames)*)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현존하는 발행자 역할의 GroupID들을 그룹 구성원들 및 그 역할을 위한 프리젠스 아이템 명칭들

과 함께 반환한다. 이런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면 서버는 새로운 역할을 위한 신규한 GroupID를 할당한다. 서버는

구성원 목록의 서버에 기인한 부분을 기입한다. 그럼으로써, 발행자는 그룹이 올바른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

증할 수 있다. 서버는 사용자에 기인한 부분 내에 이미 존재하는 수준 이상 또는 어떤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수준 이상에서, 구성원 목록 내에 어떠한 비밀의 또는 개인적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TBD이다.

StatusCode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즉, 지원되지 않음, 미지의 구성원(unknown member), 미지의 프리젠스

아이템, 성공 및 실패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A.3.7 프리젠스 정보(PresenceInfo)

방향 : 프리젠스 서버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콘텐트 모델 :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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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새로운 프리젠스 아이템을 권한 그룹에 광고한다. 이 메시지는 주어진 권한 그룹-구독되는 그룹

및 구독되지 않은 그룹 모두-의 모든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포함한다. 이 메시지는 그룹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룹 내의 새로

운 구성원들에게 전송되며, 새로운 프리젠스 아이템들이 추가되었을 경우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된다. 메시지는

제거된 그룹 구성원들에게 전송되어 GroupID와 관련된 프리젠스 집합(Presence)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A.3.8 프리젠스 그룹 상태 획득(GetPresGroupStatus)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로부터 PresGroupStatus 메시지를 요청한다. 사용자는 그 자신의 그룹으로부터의 정보만을

요청할 수도 있다. GroupID는 정보를 주어진 그룹으로만 한정한다. 아무런 GroupID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태는 요청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모든 그룹들로부터 반환된다.

A.3.9 구성원 추가(AddMembers)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MemberList)+)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주어진 그룹들로 호명된 구성원들을 추가하도록 요청한다.

A.3.10 구성원 제거(RemoveMembers)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MemberList)+)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주어진 그룹들로부터 호명된 구성원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MemberList는 서버에 기

인한 정보들로 채워진다.

A.3.11 프리젠스 그룹 삭제(DeletePresGroup)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행자 역할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GroupID는 제거되어야 할 역

할을 식별한다. GroupID가 없을 경우, 모든 발행자 역할들이 제거된다.

A.3.12 프리젠스 추가(Add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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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주어진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주어진 역할 내에 추가하도록 요청한다.

A.3.13 프리젠스 제거(RemovePresence)

방향 :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 프리젠스 서버

콘텐트 모델 :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 프리미티브는 서버가 주어진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주어진 역할들로부터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GroupID와 관련

된 프리젠스 엘리먼트가 없을 경우, 역할로부터 모든 프리젠스 아이템들이 제거된다.

A.3.14 동적 클라이언트 변경(Dynamic Client Change)

발행자 또는 구독자는 그의 클라이언트를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클라이언트 장치 역시 변경된다. 드문 경

우에, 사용자는 동일한 장치 내의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만을 변경할 수도 있다. 새로운 장치는 TE일수 있고 예전 장치는

MT이거나, 그 반대일 수 있다. 신규한 MT를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변경은 사용자로 하여금 예전 클라이

언트로부터의 자신의 프리젠스 데이터를 새로운 클라이언트로 복사 및 동기화(synchronisation)할 것을 요청한다. 발행자

의 경우에, 주어진 클라이언트 내에서는 정적인 어떤 클라이언트에 특유한 프리젠스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동기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기화는 국지적으로 수행되거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지원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

에, 존재하는 동기화 프로토콜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프리젠스 프로토콜의 기술적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독자 클라이언트 변경에 d하여 발생되는 다른 문제점은 프리젠스에 관련된 푸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활성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registry)은 자동적으로 발생되거나(사용자의 확인 과정이 필요

없다), 반자동으로 수행되거나(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는 수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사용자가 등록의 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 방법은 다음을 기초로 선택된다.

- 사용자가 동일한 장치내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한다(자동);

- 새로운 장치에 대한 사용자 SIM 변화(자동);

- 사용자는 새로운 장치 내의 상이한 SIM을 가지는데, 새로운 장치 만이 켜져 있다(반자동); 또는

- 사용자는 새로운 장치 내의 상이한 SIM을 가지는데, 새로운 장치 및 예전 장치가 켜져있다(수동).

모든 경우에, 등록 과정은 저수준 프로토콜에 의하여 관리된다. 예를 들어, 만일 SIP 프로토콜이 프리젠스 문서를 위한 선

택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일 경우, 이 프로토콜이 등록 과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

A.4.0 프리젠스 프로토콜을 위한 DTD

<!-- Root element -->

<!ELEMENT PresProtocol ( UpdatePresence ｜ UpdateStatus ｜ GetPresence ｜ PresenceItems ｜

SubsPresence ｜ Push Presence ｜ UnsubsPresence ｜ SubsStatus ｜ CreatePresGroup ｜ PresGroupStatus ｜

PresenceInfo ｜ GetPresGroupStatus ｜ AddMembers ｜ RemoveMembers ｜ DeletePresGroup ｜ AddPresence

｜ RemovePresence)>

<!ATTLIST PresProtocol Version NMTOKENS #REQUIRED>

등록특허 10-0653935

- 34 -



<!ELEMENT UpdatePresence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ELEMENT TransactionID (#PCDATA)>

<!ELEMENT GroupID (#PCDATA)>

<!ELEMENT Presence (#PCDATA)>

<!ELEMENT UpdateStatus (TransactionID, StatusCode)>

<!ELEMENT StatusCode (#PCDATA)>

<!ELEMENT GetPresence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Names?)*) ｜ PresenceNames?)>

<!ELEMENT PresenceNames (#PCDATA)>

<!ELEMENT PresenceItems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Presence)*)>

<!ELEMENT SubsPresence (TransactionID, SubsPeriod?, ((GroupID, PresenceNames?)*) ｜ PresenceNames?)>

<!ELEMENT SubsPeriod (#PCDATA)>

<!ELEMENT PushPresence (GroupID, Presence)+)>

<!ELEMENT UnsubsPresence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Names?)*) ｜ PresenceNames?)>

<!ELEMENT SubsStatus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PresenceNames)*)>

<!ELEMENT CreatePresGroup (TransactionID, MemberList, Presence)>

<!ELEMENT MemberList ((MemberDescription)+)>

<!ELEMENT MemberDescription (UserOriginatedMD?, ServerOriginatedMD?)>

<!ELEMENT UserOriginatedMD (#PCDATA)>

<!ELEMENT ServerOriginatedMD (#PCDATA)>

<!ELEMENT PresGroupStatus (TransactionID, StatusCode, (GroupID, MemberList, PresenceNames)*)>

<!ELEMENT PresenceInfo ((GroupID, Presence?)+)>

<!ELEMENT GetPresGroupStatus (TransactionID, GroupID*)>

<!ELEMENT AddMembers (TransactionID, (GroupID, MemberList)+)>

<!ELEMENT RemoveMembers (TransactionID, (GroupID, MemberList)+)>

<!ELEMENT DeletePresGroup (TransactionID, GroupID*)>

<!ELEMENT AddPresence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ELEMENT RemovePresence (TransactionID, (GroupID,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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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of DTD -->

B. 예시적 프리젠스 콘텐트 포맷

전술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콘텐트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로 분할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사용가능성(Client Availability) : 통신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사용가능성을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 예

를 들어 네트워크 도달 가능성(network reachability), GPRS 첨부됨, 전원 온/오프 상태와 같은 속성들이다.

사용자 사용가능성(User Availability) : 통신을 위한 사용자의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 예를 들어 대

기, 회의중, 바쁨, 부재중, 전화 받는 중, 채팅하는 중, 방해하지 말 것 과 같은 속성들이다.

지역 컨디션(Local Conditions) : 사용자의 지역 환경을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 예를 들어, 지역 시간, 시끄러움/

조용한 상태, 실내, 실외, 사용자의 위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 방문된 PLMN, 도시/거리 이름, 건물 등과 같은 정보 등

이다.

개인 상태(Personal Status) : 개인 사용자 상태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인 속성들로서, 예를 들어, 기분, 개인적 기초 및 성

향 등과 같은 것들이다.

클라이언트 기능(Client Capabilities) :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설명하는 프리젠스 속성으로서, 예를 들어 상이한 통신 수단

을 지원하는 기능, 상이한 매체 타입을 지원하는 기능 및 상이한 특징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이다.

사용자 속성(User Attributes) : 클라이언트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프리젠스 값들 및 외부 값들에 대한 참조

번호들을 문자로 정의하게 하는 프리젠스 속성이다.

확장된 프리젠스 서비스(Extended Presence Service) : 서비스 제공자는 동적으로 표준이 아닌 프리젠스 속성들을 정의

하는데, 표준이 아닌 프리젠스 속성들은 표준형 프리젠스 서버 및 프록시들에 의하여 통용되어야 한다.

B.1. 설계 목적

프리젠스 통신의 대부분은 프리젠스 아이템 내의 값 부분의 변경치를 구독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빈번하게, 단일 값이

변경된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목적은 프리젠스 아이템의 계층적 표현이 가급적 단조롭도록

(flat)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리젠스 아이템들은 전술된 프리젠스 클레스들 하위에 스코프(scope)된다. 또

는, 클래스들은 프리젠스 아이템 내에 선택적 속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D.2 공통 속성(COMMON ATTRIBUTES)

프리젠스 엘리먼트들은 거의 모든 프리젠스 아이템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한다.

D.2.1 버전(Version)

콘텐트 신택스(Content Syntax) : NMTOKENS

필수적 : 필수적임

용법 : 이것은 프리젠스 콘텐트 포맷의 버전을 제공한다.

D.2.2 클래스(Class)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등록특허 10-0653935

- 36 -



용법 : 이것은 속성이 속하는 클래스를 지시한다.

가능한 값들은 : CLIENT_AVAILABILITY, USER_AVAILABILITY, LOCAL_CONDITIONS, PERSONAL_STATUS,

CLIENT_CAPABILITIES, USER_ATTRIBUTES, EXT_PRES_SERVICE 등이다.

D.2.3 아이디(ID)

콘텐트 신택스 : PUBIDLITERAL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호명된 프리젠스 아이템(named presence item)의 고유 아이디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할당된

다.

D.2.4 캐시가능성(Cacheability)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프리젠스 아이템이 프록시에 의하여 캐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시한다.

가능한 값들은 YES, NO 등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할당된다. 이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NO 라는 값을 가

진 것으로 가정된다.

D.2.5 유효 기간(ValidityPeriod)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캐시된 프리젠스 아이템의 유효 기간이다. 이 값은 초 단위로 설정된다. 이것은 프리젠스 서버에 의하여 할

당된다.

D.2.6 장치 명칭(DeviceName)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명칭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할당된다.

D.2.7 정확도(Accuracy)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위치 추적 장치(positioning device)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미터 단위의 숫자를 가진다.

D.2.8 이미지 타입(ImageType)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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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이미지의 콘텐트 인코딩이다.

가능한 값들은 JPEG, GIF, BMP 등이다.

D.2.9 사운드 타입(SoundType)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사운드를 인코딩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운드 코덱의 타입이다.

가능한 값들은 AMR, EFR, MP3, AAC, MIDI 등의 값들이다.

D.2.10 외부 참조 번호(ExtRef)

콘텐트 신택스 : PUBIDLITERAL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외부 참조를 제공하는 URL이다.

D.2.11 외부 참조 번호 변경(ExtRefChange)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외부 참조의 콘텐트가 변경되었음을 지시한다.

가능한 값들은 YES, NO 등이다.

D.2.12 콘텐트 변경(ContentChange)

콘텐트 신택스 : NMTOKEN

필수적 : 필수적이 아님

용법 : 이것은 0 내지 255의 카운터이며 콘텐트 값의 변경을 지시한다. 서버 또는 프록시는 최종 32개의 콘텐트 값을 저장

할 수 있다(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최종 32개 값들 내에서 두 개의 콘텐트의 동일한 값들은 동일한 콘텐트에 상응

한다.

D.3 클라이언트 사용가능성(Client Availability)

D.3.1 장치 온(DeviceOn)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Class), ID, 캐시가능성(Cacheability), 유효 기간(ValidityPeriod), 장치 명칭(Devic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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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것은 사용자 단말기의 전원 온/오프 상태를 제공한다. 발행자는 그룹 관리 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서버 내의 역할

에 이 아이템을 추가한다. 추가한 이후로는, 그 값 부분은 네트워크에 의하여 관리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 내

에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콘텐트는 "ON" 또는

"OFF" 값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가 턴온되었으나, 네트워크 담당 영역(coverage) 외부에 있을 경우, 네트워크는

그 아이템을 위해서 "OFF" 값을 할당한다.

D.3.2 장치 로밍(DeviceRoaming)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장치 명칭

용법 : 이것은 발행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로밍중이라는 것을 구독자에게 지시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 내에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콘텐트는 "ON" 또는 "OFF"

값을 가질 수 있다.

D.3.3 네트워크 타입(NetworkTyp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장치 명칭

용법 : 이것은 발행자가 현재 연결된 이동 무선 네트워크의 타입을 지시한다. 이 콘텐트는 "2G", "3G-99", "3G-R4" 또는

"3G-R5"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 내에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D.4 사용자 사용가능성(User Availability)

D.4.1 사용자 상태(UserStatus)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발행자의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데, 그가 허용하려 하는 분산(distraction)의 양에 대한 관점에서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값들이 정의된다: "가능함(available)", "조용함(silent)", "운전중(in-car)", "바쁨(busy)".

D.4.2 선호하는 콘택트(PreferredContact)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발행자를 위한 선호되는 현재 콘택트가 무엇인지를 지시한다. 다음과 같은 값들이 정의된다: "PHONE",

"VOICE_MESSAGE", "MESSAGE", "MAIL", "NO_CONTACT".

D.4.3 선호하는 기본값(PreferredDefaults)

콘텐트 모델 : (TimePeriod, PrefCont)*)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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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것은 발행자가 프리젠스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프리젠스 메타정보(presence metainformation)이다. 이 정보는

다른 프리젠스 정보로서 역할에 관련되지만 이 아이템은 구독자에게는 사용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이 값은 엘리먼트

'PreferredContact'의 값을 제어한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time period) 동안의 선호되는 기본 콘택트를 특정한다. 사용자

에 의하여 특정된 시간은 중첩될 수 있거나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을 완전히 포함할 수도 있다. 서버는 PreferredContact

엘리먼트의 값을 주어진 시간의 만료 시점에서 PreferredDefaults에 따라 변경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PreferredContact 값을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는 PreferredContact 값은 서버가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값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이 엘리먼트를 빈 콘텐트와 함께 서버로 전

송함으로써 기본값 메커니즘(default mechanism)을 제거할 수도 있다.

발행자의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데, 그가 허용하려 하는 분산(distraction)의 양에 대한 관점에서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값

들이 정의된다: "가능함(available)", "조용함(silent)", "운전중(in-car)", "바쁨(busy)".

D.4.4 기간(TimePeriod)

콘텐트 모델 : (PeriodStart, PeriodEnd, RepetitionPeriod?, PeriodPrecedence).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한 기간의 개시(예를 들어, 개시 시각), 한 기간의 종결(예를 들어 종결 시각), 반복 기간(예를 들어 'DAY') 및

기간의 선행(precedence) 등을 설명한다.

D.4.5 기간 개시(PeriodStart)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기간 개시를 나타낸다. 이것은 Time일 수도 있고, Time-DayofWeek 일 수도 있고, Time-DayofMonth 또

는 하루 종일일 수 있다.

D.4.6 기간 종료(PeriodEn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기간 종료를 나타낸다. 이것은 Time일 수도 있고, Time-DayofWeek 일 수도 있고, Time-DayofMonth 또

는 하루 종일일 수 있다. 해상도(resolution)는 PeriodStart의 해상도와 동일해야한다.

D.4.7 반복 기간(RepetitionPeriod)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시작 및 종료에 대한 반복 기간을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즉, "DAY",

"WEEK", "MONTH" 중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 엘리먼트가 기간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D.4.8 기간 선행(PeriodPrecedence)

콘텐트 모델 : (#P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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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 없음

용법 : 이 엘리먼트는 중첩되는 기간 간의 충돌을 해결한다. 이 엘리먼트는 0 내지 9 사이의 숫자를 가질 수 있다. 숫자 0이

가장 높은 선행성을 나타낸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중첩되면, 서버는 가장 높은 선행값에 관련된 콘택트 선호도를

취한다.

D.4.9 선호되는 콘택트(PrefCont)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발행자를 위한 기본 선호 콘택트에 관련된 기간이 어떤 것인지를 지시한다. 이것은 "PreferredContact' 엘

리먼트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

D.5 지역 조건(Local Conditions)

D.5.1 지역 시간(LocalTim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발행자의 지역 시간을 제공한다.

D.5.2 측정된 위치(MeasuredLocation)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정확도(Accuracy)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측정된 위치를 제공한다. 위치 측정은 센서에 기반한(예를 들어 GPS와 같은) 방법일 수

도 있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방법일 수도 있으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조합한 방법일 수 있다. 정확도 속성은 이 방법을 통

해 획득되는 위치 추적 정확도 평균값을 제공한다. 이 콘텐트는 적어도 x 및 y 축의 측면 위치(lateral position)를 제공하

는데, 수직 위치 역시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후술되는 'ConvertedLocation'을 지원한다면,

MeasuredLocation은 예를 들어 맵 매칭(map matching)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 변환 프로세스를 위한 입력 정보일 수 있

다.

D.5.3 변환된 위치(ConvertedLocation)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 정보는 전형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기원하지만, 발행자로부터 기원될 수도 있다. 이것은 도로명과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측정된 위치 정보를 예를 들어 맵 매칭 기법을 이용하

여 문자 정보로 변환하여 얻어진다.

D.5.4 진술된 위치(StatedLocation)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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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것은 발행자 스스로가 진술한 바 대로의 발행자의 위치이다. 이 콘텐트는 짧은 텍스트 스트링이다.

D.5.5 사용자 환경(UserEnvironment)

콘텐트 모델 : (EnvAttributes+)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사용자에 대한 몇 가지의 환경 속성들을 제공한다.

D.5.6 환경 속성(EnvAttributes)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NDOOR", "OUTDOOR", "QUIET", "NOISY", "ALONE", "IN_GROUP".

D.6 개인 상태(Personal Status)

D.6.1 상태 텍스트(StatusText)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약 30자 정도의 짧은 텍스트이다.

D.6.2 상태 이미지(StatusImage)

콘텐트 모델 : (#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이미지 타입(ImageType)

용법 :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 정보에 첨부할 수 있는 이미지이다. 이것은 전송되도록 인코딩된 예를 들어 base64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XML 콘텐트 내에서 전달된다. ImageType 속성은 이미지의 인코딩 방법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jpeg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D.6.3 상태 사운드(StatusSound)

콘텐트 모델 : (#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사운드 타입(SoundType)

용법 :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 정보에 첨부할 수 있는 5초 내지 30초의 짧은 사운드 클립이다. 이것은 전송되도록 인

코딩된 예를 들어 base64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XML 콘텐트 내에서 전달된다. SoundType 속성은 사운드의 인코딩 방법

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AMR, MP3, AAC, MIDI 등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D.7 클라이언트 기능

프리젠스 관점에서의 클라이언트 기능이란 다양한 타입의 사람 대 사람 통신을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호스팅하는 장치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장치의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비하면 매우 상이하며 한결 용이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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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 사람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다: 메시징, 전자 우편, 음성 전화 및 멀티미디어 전화. 특히, 프리젠스는 통신 클래스에

서 배제된다. 프리젠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통신 수단 및 다른 사용자 속성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며, 자신이 양방향 통신 수단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클라이언트 기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프리젠스 정보

를 분류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클라이언트 기능은 네트워크 기능과 함께 스코프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발행자가 그의 클라이언트 장치가 비디오 전화

기능을 가지고, 그가 현재 로밍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시 비디오 전화 기능을 지원할 경우에만, 발행자가 비디오 전화 기능

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이 클라이언트 기능 정보를 동적으로 만든다.

D.7.1 메시징 기능(MessagingCapabilities)

콘텐트 모델 : (MessType*)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동적 메시징 기능 목록을 제공한다. 목록이 비어 있을 경우 현재 메시징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D.7.2 MessTyp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메시징 기능 타입을 제공한다. 이 콘텐트는 다음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SMS",

"MMS" 또는 "X-message application name" message application name 이라는 필드는 장치에 고유한 메시징 방법으로

서, 예를 들어 smart messaging이 있다.

D.7.3 전자 우편 클라이언트(EmailClient)

콘텐트 모델 : (EmailClientType*)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동적 전자우편 기능을 제공한다. 목록이 비어 있을 경우 현재 메시징 기능이 존재하지 않

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D.7.4 전자우편 클라이언트 타입(EmailClientTyp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전자 우편 기능 타입을 제공한다. 이 콘텐트는 다음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SMTP", "POP3", "IMAP4" 또는 "X-mail application nam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메일 프로토콜 명칭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대신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장치의 전자 우편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명칭을

그 전자 우편 환경의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D.7.5 음성 전화 기능(VoiceCallCapability)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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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동적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콘텐트는 다음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NONE",

"VOICE_CALL", "RICH_VOICE_CALL".

D.7.6 멀티미디어 통화 기능(MultimediaCallCapabilities)

콘텐트 모델 : (MMCAP*)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사용자의 동적 일방향 및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목록이 비어있을 경우 현재 아무런 기능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D.7.7 MMCap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것은 멀티미디어 통화 기능 타입을 제공한다. 이 콘텐트는 다음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UPLINK_VIDEO_

STREAMING", "DOWNLINK_VIDEO_STREAMING", "VOICE_CALL", "RICH_VOICE_CALL".

D.8 사용자 속성(User Attributes)

이 클래스는 사용자에 의하여 정의된 프리젠스 데이터 및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프리젠스 데이터 모두를 포함한다.

D.8.1 사용자 프리젠스 아이템(UserPresenceItem)

콘텐트 모델 : (MMCAP*)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ExtRef, ExtRefChange

용법 :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정의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동일한 역할에 대

해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하여 한정된 프리젠스 아이템이 정의된다면,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콘텐트

는 단문 텍스트일 수 있다. 선택적 속성인 ExtRef는 이 프리젠스 아이템에 의하여 참조되는 외부 객체의 URL이다. URL은

프리젠스 아이템의 XML 문서를 운반하는 multipart MIME의 다른 부분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은 외부 객체를 참

조할 수도 있다. 선택적 속성 ExtRefChange가 사용되어 구독자에게 외부 객체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줄 수 있다.

D.8.2 클라이언트 타입 요청(ClientTypeRequest)

콘텐트 모델 : (EMPTY)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이것은 발행자가 자신의 구독자의 클라이언트 타입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엘리먼트이다. 발행자가 이

엘리먼트를 주어진 역할을 위한 자신의 프리젠스 데이터에 포함시킨다면, 서버는 이것을 PushPresence 메시지와 함께 프

리젠스 정보의 모든 구독자들에게 전송한다. 선택적으로, 이것은 비구독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PresenceItems 메시지

내에도 포함되어 특정한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엘리먼트는 PresenceInfo 메시지 내에서 알려지지 않는

다. 구독될 수 있는 것은 프리젠스 엘리먼트가 아니다. 우선 이 아이템을 구독자에게 전송한 후에, 프리젠스 서버는 주기적

으로 이 아이템을 이후의 PushPresence 메시지에도 추가하여 모든 구독자 클라이언트들이 이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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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을 수신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클라이언트 타입을 프리젠스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타

입을 이 아이템이 클라이언트 내에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활성화될 때마다 서버로 전송해야 한

다.

발행자가 자신의 구독자들의 클라이언트 타입을 알게되는 다른 방법은, 발행자로 하여금 그들의 클라이언트 타입들을 구

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발행자는 자신의 구독자들의 구독자가 늘 되고자 하

는 것은 아니다. 이 엘리먼트는 발행자로 하여금 발행자 및 프리젠스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현재 계약상의 기반(contractual

frame) 내에서 클라이언트 타입들을 획득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 방법은 구독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타입을 서버로 전

송하도록 강제한다. 만일 발행자가 클라이언트 타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독 모델(subscription model)을 사용했을 경우

에는, 이 정보를 발행자에게로 권한 부여하는 것이 구독자의 인식하에 이루어진다.

D.8.3 클라이언트 타입(ClientType)

콘텐트 모델 : (ClientName, ClientManufacturer, ClientVersion)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용법 : 구독자 클라이언트 타입에 대한 인식은 발행자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확장을 프리젠스 집합에 제공하는 것

을 허용한다. 그의 구독자 클라이언트들이 확장 아이템들을 디코딩할 수 없다면 발행자가 이 확장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구독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타입 정보를 UpdatePresenc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프리젠스 서버에 전송한다. 이 메시지

내에 사용되는 GroupID는 발행자의 역할에 속하고 구독자 자신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기 자신

의 역할의 프리젠스 정보만을 갱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이다. 프리젠스 서버는 이 엘리먼트의 정보를

PushPresence 메시지를 이용하여 발행자에게 전송한다. GroupID 는 발행자 역할에만 속한다. 그러면, 발행자의 관점에

서, 발행자는 자기 자신의 프리젠스 집합으로부터 프리젠스 정보를 획득한다.

발행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타입을 자신의 프리젠스 집합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다른 프리젠스 정보처

럼 관리되며 프리젠스 서버 또는 구독자 클라이언트 내의 특별한 동작을 암시하지 않는다.

D.8.4 클라이언트 명칭(ClientNam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 엘리먼트는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명칭을 제공한다.

D.8.5 클라이언트 제조자(ClientManufactur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 엘리먼트는 프리젠스 클라이언트 제조자의 명칭을 제공한다.

D.8.6 클라이언트 버전(ClientVersion)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 엘리먼트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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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7 클라이언트 프리젠스 아이템(ClientPresenceItem)

콘텐트 모델 : (ClientType, CliPresItem)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ContentChange

용법 : 이 엘리먼트는 발행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고유한 프리젠스 아이템이다. ClientType은 발행자의 프리젠스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타입이다. 이 엘리먼트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ClientType 내에 속성들이 사용되지 않는다. 만일

발행자가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프리젠스 아이템을 정의한다면,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택적

인 속성 ContentChange는 0 내지 255 까지의 카운터이다. 이 카운터는 프리젠스 아이템의 콘텐트가 변경될 때마다 하나

씩 증가한다. 이것은 프리젠스 서버가 비표준 프리젠스 아이템의 콘텐트 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수단을 제공

한다. 다른 대안은 프리젠스 서버로 하여금 이 아이템이 동일한 ID 속성을 가진 서버로 전송될 때마다 콘텐트가 변화한다

고 가정하는 것이다. ContentChange 속성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서버는 이러한 방법으로 동작하다.

동일한 ID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아이템이 ContentChange 내에 동일한 카운터 값을 가진다면, 이 두 아이템의 콘텐트들은

동일하다.

D.8.8 CliPresItem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없음

용법 : 이 엘리먼트는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프리젠스 확장이다. 이것의 신택스 및 구조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알려져 있지

만,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정된다.

D.9 확장된 프리젠스 서비스(Extended Presence Service)

확장된 프리젠스 서비스 클래스는 프리젠스 서비스에 서비스 제공자에 고유한 확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고유한 확장과 같이, 서비스 말단 포인트(즉, 발행자 및 구독자 클라이언트들)들만이 이 확장을 디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리젠스 서버가 이 확장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본 명세서에서 지시되는(mandate)

것이 아니다.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확장 방법 및 이 방법 간의 차이점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어되는 클라이언트들

이 표준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프리젠스 아이템들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완벽하게 정의

되며 사용자 장치에 의하여 호스팅된 클라이언트들에 새로운 특징을 갱신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정된다. 하

나의 가능한 갱신 방법으로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딩 방법을 들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타입의 프리젠스 아이템들을 생성한다면, 그는 존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러한 새로운 타입들을 지원하도록 갱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어되는 클라이언트는 직접 프리젠스 서버와 통신하고, 표준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를 통하

여 통신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 프리젠스 클라이언트는 이 클래스의 모든 엘리먼트들을 무시한다.

확장된 프리젠스 서비스는 우선 이 클래스의 엘리먼트들을 이용한다. 또한, 표준 프리젠스 엘리먼트 정의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것이 표준 프리젠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D.9.1 ExtPresence

콘텐트 모델 : (#PCDATA)

속성 : 클래스, ID, 캐시가능성, 유효 기간, ContentChange

용법 : 이 메커니즘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아이템이 정의된다면 I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택적인

ContentChange 속성 역시 이 엘리먼트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 콘텐트의 신택스 및 표현은 본 명세서의 기술적 범위 내

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리젠스 서버들 및 프록시들은 콘텐트들이 이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XML 문서로서 동일한

multipart MIME 내에서 운반되는 객체를 참조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D.10 프리젠스 콘텐트 포맷을 위한 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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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element -->

<!ELEMENT Presence (DeviceOn ｜ DeviceRoaming ｜ NetworkType ｜ UserStatus ｜ PreferredContact ｜

PreferredDefaults ｜ LocalTime ｜ MeasuredLocation ｜ ConvertedLocation ｜ StatedLocation ｜

UserEnvironment ｜ StatusText ｜ StatusImage ｜ StatusSound ｜ MessagingCapabilities ｜ EmailClient ｜

VoiceCallCapability ｜ MultimediaCallCapabilities ｜ UserPresenceItem ｜ ClientTypeRequest ｜ ClientType ｜

ClientPresenceItem ｜ ExtPresence)>

<!ATTLIST Presence Version NMTOKENS #REQUIRED>

<!ELEMENT DeviceOn (#PCDATA)>

<!ATTLIST Device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DeviceRoaming (#PCDATA)>

<!ATTLIST DeviceRoaming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NetworkType (#PCDATA)>

<!ATTLIST Network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UserStatus (#PCDATA)>

등록특허 10-0653935

- 47 -



<!ATTLIST UserStatu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PreferredContact (#PCDATA)>

<!ATTLIST PreferredContac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PreferredDefaults ((TimePeriod, PrefCont)*)>

<!ATTLIST PreferredDefault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TimePeriod (PeriodStart, PeriodEnd, RepetitionPeriod?, PeriodPrecedence)>

<!ELEMENT PeriodStart (#PCDATA)>

<!ELEMENT PeriodEnd (#PCDATA)>

<!ELEMENT RepetitionPeriod (#PCDATA)>

<!ELEMENT PeriodPrecedence (#PCDATA)>

<!ELEMENT PrefCont (#PCDATA)>

<!ELEMENT LocalTime (#PCDATA)>

<!ATTLIST LocalTim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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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MeasuredLocation (#PCDATA)>

<!ATTLIST Measur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Accuracy NMTOKEN #IMPLIED>

<!ELEMENT ConvertedLocation (#PCDATA)>

<!ATTLIST Convert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StatedLocation (#PCDATA)>

<!ATTLIST Stat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UserEnvironment (#PCDATA)>

<!ATTLIST UserEnvironmen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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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EnvAttributes (#PCDATA)>

<!ELEMENT StatusText (#PCDATA)>

<!ATTLIST StatusTex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StatusImage (#CDATA)>

<!ATTLIST StatusImag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ImageType NMTOKEN #IMPLIED>

<!ELEMENT StatusSound (#CDATA)>

<!ATTLIST StatusSound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SoundType NMTOKEN #IMPLIED>

<!ELEMENT MessagingCapabilities (MessType*)>

<!ATTLIST Messaging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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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essType (#PCDATA)>

<!ELEMENT EmailClient (EmailClientType*)>

<!ATTLIST EmailClient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EmailClientType (#PCDATA)>

<!ELEMENT VoiceCallCapabilities (#PCDATA)>

<!ATTLIST VoiceCall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MultimediaCallCapabilities (MMCap*)>

<!ATTLIST MultimediaCall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MMCap (#PCDATA)>

<!ELEMENT UserPresenceItem (#PCDATA)>

<!ATTLIST UserPresenceItem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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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f PUBIDLITERAL #IMPLIED

ExtRefChange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TypeRequest (EMPTY)>

<!ATTLIST ClientTypeReques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Type (ClientName, ClientManufacturer, ClientVersion)>

<!ATTLIST Client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Name (#PCDATA)>

<!ELEMENT ClientManufacture (#PCDATA)>

<!ELEMENT ClientVersion (#PCDATA)>

<!ELEMENT ClientPresenceItem (ClientType, CliPresItem)>

<!ATTLIST ClientPresenceItem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ContentChange NMTOKEN #IMPLIED>

<!ELEMENT CliPresItem (#PCDATA)>

<!ELEMENT ExtPresence (#PCDATA)>

<!ATTLIST Ext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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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ContentChange NMTOKEN #IMPLIED>

<!-- End of DTD -->

D.11 PresenceNames를 위한 DTD

프리젠스 명칭들을 위한 DTD는, 프리젠스 아이템 명칭들 및 속성들이 추가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Presence의 경우와

같다. 프리젠스 값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 Root element -->

<!ELEMENT PresenceNames (DeviceOn ｜ DeviceRoaming ｜ NetworkType ｜ UserStatus ｜ PreferredContact

｜ PreferredDefaults ｜ LocalTime ｜ MeasuredLocation ｜ ConvertedLocation ｜ StatedLocation ｜

UserEnvironment ｜ StatusText ｜ StatusImage ｜ StatusSound ｜ MessagingCapabilities ｜ EmailClient ｜

VoiceCallCapability ｜ MultimediaCallCapabilities ｜ UserPresenceItem ｜ ClientTypeRequest ｜ ClientType ｜

ClientPresenceItem ｜ ExtPresence)>

<!ATTLIST PresenceNames Version NMTOKENS #REQUIRED>

<!ELEMENT DeviceOn (EMPTY)>

<!ATTLIST Device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DeviceRoaming (EMPTY)>

<!ATTLIST DeviceRoaming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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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NetworkType (EMPTY)>

<!ATTLIST Network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DeviceName NMTOKEN #IMPLIED>

<!ELEMENT UserStatus (EMPTY)>

<!ATTLIST UserStatu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PreferredContact (EMPTY)>

<!ATTLIST PreferredContac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PreferredDefaults (EMPTY)>

<!ATTLIST PreferredDefault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LocalTime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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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LIST LocalTim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MeasuredLocation (EMPTY)>

<!ATTLIST Measur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Accuracy NMTOKEN #IMPLIED>

<!ELEMENT ConvertedLocation (EMPTY)>

<!ATTLIST Convert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StatedLocation (EMPTY)>

<!ATTLIST StatedLocation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UserEnvironment (EMPTY)>

<!ATTLIST UserEnvironment

Class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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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StatusText (EMPTY)>

<!ATTLIST StatusTex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StatusImage (EMPTY)>

<!ATTLIST StatusImag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ImageType NMTOKEN #IMPLIED>

<!ELEMENT StatusSound (EMPTY)>

<!ATTLIST StatusSound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SoundType NMTOKEN #IMPLIED>

<!ELEMENT MessagingCapabilities (EMPTY)>

<!ATTLIST Messaging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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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EmailClient (EMPTY)>

<!ATTLIST EmailClient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VoiceCallCapabilities (EMPTY)>

<!ATTLIST VoiceCall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MultimediaCallCapabilities (EMPTY)>

<!ATTLIST MultimediaCallCapabilities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UserPresenceItem (EMPTY)>

<!ATTLIST UserPresenceItem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xtRef PUBIDLITERAL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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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fChange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TypeRequest (EMPTY)>

<!ATTLIST ClientTypeRequest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Type (EMPTY)>

<!ATTLIST ClientTyp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ELEMENT ClientPresenceItem (EMPTY)>

<!ATTLIST ClientPresenceItem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ContentChange NMTOKEN #IMPLIED>

<!ELEMENT ExtPresence (EMPTY)>

<!ATTLIST ExtPresence

Class NMTOKEN #IMPLIED

ID PUBIDLITERAL #IMPLIED

Cacheability NMTOKEN #IMPLIED

ValidityPeriod NMTOKEN #IMPLIED

ContentChange NMTOKEN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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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of DTD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본 발명의 진보적 개념은 매우 상이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명백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술된 바와 같은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된 청구의 범

위에 나타난 기술적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모바일 무선 통신 시스템 내의 메시징 서비스, 특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 내의 프리젠스

속성에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더욱 상세히 후술된다. 도면들은 다음과 같다.

도 1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리젠스 서비스(IMPS) 시스템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는 프리젠스 속성의 송신을 예시하는 신호도이다.

도 3은 한정자의 용법을 예시하는 신호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를 포함하는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구독되지 않은 프리젠스(unsubscribed presence)의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정보의 구독된 전달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그룹 및 프리젠스 집합들의 관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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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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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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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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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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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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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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