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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장치 사이의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확장 및 적응가능 소프트웨어 통신 제어에 관한 것이다.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컴퓨팅 장치와 원격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사용하도록 적응된 

컴퓨팅 프로그램에서, 접촉인에 관한 정보가 검색된다. 검색된 접촉 정보로부터 어떤 형태의 액티비티가 원격 통신 

장치의 접촉인과 통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판정된다. 통신 액티비티가 접촉인의 정보로부터 판정된 후, 통신 요

청이 통신 액티비티에 관련된 통신 주소로 전송된다. 수신 후,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원격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시작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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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장치, 원격 통신 장치, 통신 액티비티, 확장가능 통신 제어, 데이타베이스, 클라이언트 장치, 대화 스토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 사이의 통신 연결을 제공하는 망에 연결된 다수의 장치의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와 같은 통신 장치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을 위해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장치, 접촉 데이타베이스, 대화 스토어, 통신 장치

에 의해 취해진 행동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장치에 의해 구현된 통신 연결 루틴을 도시하는 전체적인 흐

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을 형성하는 접촉 연결 루틴을 도시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을 형성하는 접촉 연결 루틴을 도시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연결 상에서 설정하고 통신하기 위한 통신 연결 서브루틴을 도시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내장된 통신 제어를 구비한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의 개략적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제어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셸 애플리케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제어 분리 루틴을 도시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내장된 통신 제어를 구비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분리되는 통신 제어의 예시적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5: 접촉 데이타베이스

110: 망

120: 통신 서비스 제공자

125: 대화 스토어

150: 통신 장치

200: 클라이언트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망 통신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망상의 통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내장가능 제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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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은 컴퓨터 전화 통신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정의하면, 망은 통신 설비 또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 컴퓨터 및/또

는 장치의 그룹이다. 망 통신은 케이블을 통하는 것과 같은 영구적인 것이거나, 전화 또는 무선 링크를 통해 이루어진 

연 결과 같은 임시적인 것일 수 있다. 망은 몇 개의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 및 관련 장치를 포함하는 근거리 통신

망(LAN)으로부터, 일시적 통신 링크를 통해 원격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 액세스 서비스(RAS)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컴퓨터 및 LAN을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WAN)까지 크기가 다양할 수 있다. 인터망은 게이트웨이 또는 라우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망으로부터의 데이타 전달 및 변환을 용이하게 하는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다중 컴퓨터 망의 결

합이다. 인터망에 대한 공지된 용어는 '인터넷'이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문자로 쓰여진 '인터넷(Internet

)'은 서로 통신하기 위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 또는 유니폼 데이타그램 패킷/인터넷 프로토

콜(UDP/IP)과 같은 상위층 프로토콜과 함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망 및 라우터의 집합을 지칭한다.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 및 장치를 링크할 수 있는 그 기능성으로 인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다른 상호작용적 환경은 특히 셀룰라 전화 산업계의 여러 무선 망 제공자가 제공하는 '무선 웹'은 물론 마이크로

소프트 네트워크(MSN)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전용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발명은 이러한 상호작용적 환경에 이용될 수 있지만, 설명을 목적으로, 인터넷이 본 발명을 구

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상호작용 환경으로 이용된다.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에 주로 기인하여 통신하는 방법으로 빨리 인기있게 되었다. 인

터넷에서 정보를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자 는 통상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 컴퓨터 상에서 실행하는 다른 통신 프로그램

과 통신하는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종래의 통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통신 프로그램의 형태와 관련된 

단일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비디오 통신 프로그램은 전용 비디오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이고, 텍

스트 채팅 프로그램은 전용 채팅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이다. 다른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은 종종 특정 통신 프로

그램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한 소프트웨어 제공자로부터 텍스트 채팅 프로그램은 다른 소프트웨어 제공자로부터의 

채팅 프로그램이 사용할 동일한 채팅 프로토콜을 반드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용 통신 환경은 수많은 

다른 형태의 통신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통신 내에서 각 유형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다른 프로토콜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통신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다른 결과는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최선의 실시(best practice)가 발견되

고 그 통신 프로그램에 구현되고, 단지 그 통신 프로그램만이 이러한 최선의 실시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

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새로이 개발된 '최선의 실시'를 구현하기를 희망하였다면 소프트웨어를 각각이 개별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통신 프로그램의 다른 단점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특정 통신 프로그램의 다른 사용자

만을 위한 접촉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온라인에 있을 수 있는 특정 사용자에

게 도달하려고 시도할 때, 사용자를 접촉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통신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질 때까지의 

시행착오반복이다. 또한, 접촉 정보는 분리된 각각의 통 신 프로그램에 재입력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통신 프로그램의 또다른 단점은 이들이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분

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디오 회의 및 문서 작성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 통신 요소를 포함하는 협동적인 문서 작성 세션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능력은 통신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작성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필요한 집적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수동 생성은 단일 목적(예를 들면, 문서 작성 및 비디오 회의, 문

서 작성 및 텍스트 채팅, 또는 게임 경기 및 오디오 채팅)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동 생성은 확장가능하지 않고(예를

들면, 갱신되거나 수정되거나 모듈라 요소로서 대체될 수 없다), 분리된 접촉을 유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통신이 사용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형태 또는 형태의 조합의 통신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확장가능한 통신 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해 접촉 정보가 주어지면 동적으

로 프로토콜 및/또는 통신 유형을 정의하는 능력을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신을 사

용하도록 적응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통신 애플리케이션이 최선의 실시를 얻을 때마다 최선의 실시를 받게 되

는 방식으로 통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선의 실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장치 사이의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확장가능 및 적응가능 소프트웨어 통신 제어(프로그램 요소)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의 일형태에 있어서,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컴퓨팅 장치와 원격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는데 이용된다.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사용하도록 적응된 컴퓨팅 장치 상의 컴퓨팅 프로그램에서, 접촉인에 대한 정보가 검색된다. 

검색된 접촉 정보로부터, 원격 통신 장치의 접촉인과 통신하는데 어떤 유형의 액티비티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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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촉 액티비티는 접촉인의 통신 주소만 포함할 뿐만 아니라, 통신할 때 어떤 유형의 통신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잠

재적으로 어떤 통신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포함한다. 통신 액티비티가 접촉인의 정보로부터 판정되면, 그 

통신 액티비티와 관련된 통신 주소로의 통신 요청이 전송된다. 통신 요청이 수용된다고 가정하면, 확장가능 통신 제

어는 원격 통신 장치와 통신을 시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통신 액티비티가 특정 통신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고, 원격 통신 장치가 통신할 디폴트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디폴트 프로그램은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내장하는 셸 프로그램이다. 장치 사이의 통신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텍스트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비디오 회의

, 오디오 회의 등을 포함하는 무수한 통신 유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통신은 종래의 컴퓨팅 망 및 전화망과 

같은 다른 유형의 망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 통신 장치 및 컴퓨터 장치는 피어 대 피어 방식으 로 통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장치가 

통신하기 위해 중간 위치에서 접촉하는 분리된 '대화'가 생성된다. 이러한 대화는 컴퓨팅 장치 및 원격 통신 장치 모두

가 대화에 연결하기 위해 대화 식별자를 사용한 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식별자가 붙을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통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많은 유형의 프

로그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적응가능한 모듈이다. 본 발명의 확장가능성의 이 형태는 통신 제어가 사용되어야 하

지만, 요구되거나 희망하는 다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어가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이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유형의 통신, 프로토콜, 주소 및 구성이 확장가능 통신 제어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형태에서처럼,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이를 사용하도록 적응된 애플리케이션에 응

답하는 모듈이고,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한 프로그램에서 분리되어 다른 프로그램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

에서, 분리 및 부착은 통신 연결을 단절시킬 수 있지만 확장가능 통신 제어가 다른 프로그램에 부착된 후 이를 재부착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통신은 확장가능 통신 제어가 한 프로그램에서 분리된 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부착

되려고 전달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형태에서,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원격 통신 장치로서 넌컴퓨팅 장치 또는 컴퓨팅 장치와 통신하도

록 적응될 수 있다. 따라서, 일실시예에서, 원격 통신 장치는 확장가능 통신 제어로부터의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

그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원격 통신 장치 상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신된 통신 요청 으로부터 모든 확장가능 통신 액

티비티를 판정하고 이러한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통신하기 위해서 원격 통신 장치 상의 하나 이상의 통

신 프로그램을 할성화할 수 있다.

상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발명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시스템과 함께 장치 사이에서 통신을 제공하기 위

한 확장가능 및 적응가능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세한 설명은 프로세서, 프로세서를 위한 메모리 스토리지,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및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종래의 컴퓨터 구성요소에 의한 동작의 프로세스 및 심볼 표현으로 주로 표현된다. 또한, 이 프로세스 및 동작은 원격

파일 서버, 컴퓨터 서버, 메모리 스토리지 장치를 포함하는 이질적인 분산 컴퓨팅 환경의 종래의 컴퓨팅 구성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분산 컴퓨팅 구성요소의 각각은 통신망을 통해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본 발명은 컴퓨팅 및 넌컴퓨팅 망 환경의 확장가능 통신 제어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컴퓨팅 장치(200) 및 원격 통신 장치(150)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컴퓨팅 장치(200)는 본 발명에 따라 확

장가능 통신 제어를 사용하도록 적응된 최소한 하나의 컴퓨팅 프로그램을 구비한다. 이 통신 제어는 통신 장치(150)

와 같은 망의 다른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통신 제어, 통신 제어를 사용하도록 적응된 프로그램, 장치 

사이의 이러한 통신 및 상호관계가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이미 설명된 것처럼, '인터넷(Internet)'은 서로간의 통신을 이용하는 망 및 라우터(router)의 집합을 지칭한다. 도 1은

장치 사이의 통신 연결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100)의 기능 블럭도를 도시한다. 시스템(100)이 망(110)(인터넷과 

같은) 상에서 상호연결된 개별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지만, 시스템(100)

이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된 것처럼 POTS(Plain Old Telephone System) 망과 같은 넌컴퓨팅 망에서 동일하게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00)은 모두 망(100)을 통해 상호연결

된 클라이언트(client) 장치(200), 접촉 데이타베이스(contact database)(105), 통신 장치(150), 통신 서비스 제공자(

120) 및 대화 스토어(conversation store)(125)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컴퓨팅 능력을 구비하고 본 발

명의 루틴을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형태의 장치일 수 있다. 통신 장치(150)도 컴퓨팅 장치이거나 전화와 같은 보다 

단순한 장치일 수 있다. 당업자는 대화 스토어(125) 및 접촉 데이타베이스(105)가 통신 시스템(100)에 도시된 클라이

언트 장치(20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시적인 컴퓨터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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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200)는 도 2에 더 상세하게 도시되고 이하 설명될 것이다. 또한, 단일 클라이언트 장치(200) 및 단일 통신 장치(

150)만이 도시되었지만,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 장치(200) 및/또는 통신 장치(150)가 시스템(100)에 포함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발신 장치라 지칭될 수 있고 통신 장치(150)는 접촉 장치라 지칭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이하 설명된 형태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클라이언트 장치(200)를 도시한다. 보다 기본적인 형태에서

,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최소한 하나의 처리 유닛(202) 및 메모리(204)를 통상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장치의 정확

한 구성 및 유형에 따라, 메모리(204)는 휘발성(RAM과 같은), 비휘발성(RO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또는 이 둘

의 조합일 수 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도 2에 점선(206)으로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추가적인

특징 및 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200)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자기 또는 광학 디스크 또는 테이프

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스토리지(탈착가능 및/또는 비탈착가능)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스토리지는 탈착

가능 스토리지(208) 및 비탈착가능 스토리지(210)로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스토리지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타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

발성 및 비휘발성, 탈착가능 및 비탈착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메모리(204), 탈착가능 스토리지(208), 비탈착가능 스토

리지(210)는 컴퓨터 스토리지 매체의 모든 예이다. 컴퓨터 스토리지 매체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RAM, ROM, EE

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탈 다용도 디스크('DVD'), 또는 다른 광학 스토리지, 자

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스토리지 또는 다른 자기 스토리지 장치, 또는 희망하는 정보를 저장 또는 판독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장치(20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모든 다른 매체를 포함한다. 모든 이러한 컴퓨

터 스토리지 매체는 클라이언트 장치(200)의 일부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장치(200)의 컴퓨터 스토리지 매체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120) 및 원격 클라이언트 장치(200)와 

같은 원격 컴퓨터와 통신하고 그로부터의 정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또는 루틴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장치가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통신 연결(212)도 포함한다. 통신 연결(212)은 통

신 매체의 예이다. 통신 매체는 통상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또는 반송파 또는 다른 전송 메카

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타 신호의 다른 데이타를 실시하고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타 신호'

는 설정되거나 신호에 정보를 인코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한정하

지 않는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망 또는 직접 유선 연결과 같은 유선 매체, 및 무선 주파수,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

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라는 용어는 스토리지 매체, 통신 매체

, 및 당업자에게 공지된 모든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키보드, 마우스, 펜, 음성 입력 장치, 터치 입력 장치 등과 같은 입력 장치(214)도 구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스피커, 프린터 등과 같은 출력 장치(216)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장치가 당업계에 공지되

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통신 제어의 동작을 도시하기 위해서,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장치와 통신 시스템(100) 사이의 

상호작용의 한가지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된 시스템(100)의 장치는 접촉 데이타베이스(100) 및 대화 스토

어(125) 와 함께 클라이언트 장치(200) 및 통신 장치(150)를 포함한다. 여러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명령 및 루틴은 도

4-7을 상세하게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된다.

본 발명의 장치 사이의 통신에 대한 상기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통신 처리의 많은 부분이 클라이언트 장치(200

)에 의해 처리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 통신 장치(150)는 클라이언트 장치(200)보다 덜 복잡한 장치일 수 있다

. 예를 들면, 오디오 통신 전화의 유형을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 장치(200)가 전화였던 통신 장치(150)에 통신 요청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그 통신 장치(즉, 전화)에서 특정 접촉에 도달하기 위해 전화 및 필요한 주소(즉, 

전화 번호)와 통신하기 요구되는 전화 프로토콜의 정의를 구비하여 달성될 것이다. 다음의 도 6은 보다 복잡한 클라

이언트 장치(200)와 간단한 접촉 통신 장치(150)의 상호작용에 들어갈 간단한 처리를 도시한다.

도 3을 참조하면, 통신 연결 및 처리는 클라이언트 장치(200)가 새로운 통신 '액티비티'(302)를 개시할 때 개시된다. 

새로운 통신 액티비티(302)는 이 예시적인 상호작용에서 접촉 데이타베이스(105)에 대한 주소 요청(304)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접촉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로 전송된 주소 요청(304)은 클라이언트 장치(200)가 

전송한 희망 또는 임의의 양호한 프로토콜 및/또는 통신 상세설명일 수 있는 통신의 유형을 포함하는 개시된 통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는 있으면 어떤 주소가 주소 요청에 의해 전송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로 전송된 주소 요청에 비디오 요청 및 텍스트 채팅 요청이 모두 

표시되었다면,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는 주소 요청의 비디오의 유형 및 텍스트 채팅 요구사항이 일치하는 가능한 액

티비티(306)를 리턴할 것이다.

'액티비티'의 개념은 주소, 통신 유형, 선택적으로 통신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및/또는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주소

는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통신하기 위해서 초대를 전송할 곳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통신 유형은 수신단에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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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통신 초대의 유형을 판정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면, 이는 액티비티 초대가 초기에 어디로 전송될

지(예를 들면, 접촉 주소로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초대를 전송할 수 있음)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특정 

통신 프로그램(또는 내장된 확장가능 통신 제어가 있는 프로그램)의 포함은 통신 장치(150)로 액티비티 초대를 보낼 

곳의 표시를 더 준다. 통신 장치(150)가 특정 프로그램을 로딩하지 않았다면, 초대는 프로그램이 로딩되게 할 수도 있

고, 최소한 로딩할 프로그램의 표시가 통신 장치(150)에 나타날 것이다.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접촉 장치(150)는 

이러한 초대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적인 하나의 흐름도가 도 5에 도시

되어 있고 이하 설명된다. 통신 유형에 대한 통신 프로그램이 다수의 프로토콜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면, 액티비티에

서 프로토콜을 지정하여, 올바른 프로토콜이 통신 초대에서 사용될 것이다.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접촉을 위한 텍스트 채팅 액티비티가 UNIX 'talk' 세션이면, UNIX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 및 

호스트 이름은 UNIX talk 프로토콜이 사용자 이름 및 호스트 이름의 접촉인과 접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의 표시

와 함께 리턴된다. 물론, 특정 접촉을 위해 하나 이상의 유형의 액티비티가 사용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 유형의 

주소 및 프로토콜이 리턴될 수 있다(306). 당업자는 많은 유형의 액티비티가 가능하고 본 발명과 호환가능하다는 것

을 알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형태에 따르면, 액티비티의 정의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확장가능하다. 더 이상의

도시적인 예가 이하 설명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다.

다음,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통신 장치(150)에서 접촉을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주소 또는 주소들 및 프로토

콜을 결정한다(308). 예를 들면, 접촉 또는 클라이언트 장치(200)의 사용자가 여러 유형이 사용가능한데도 특정 유형

의 액티비티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표시하였다면, 이 선호는 주소와 함께 다시 통신될 수 있고 양호한 유형의 

액티비티는 양자에 의해 사용가능하면 선택될 것이다. 판정 프로세스(310)가 클라이언트 장치(200) 상에서 배타적으

로 수행되거나, 판정 프로세스(308)가 접촉이 현재 사용가능한 지를 판정하기 위해 다른 장치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인스턴트 메시지 텍스트 채팅 시스템(instant messaging text chat system)에서 사용자 및

접촉은 이들이 채팅에 사용가능한 때의 표시를 방송한다. 그러므로, 통신을 위해 사용할 주소의 결정은 접촉이 현재 

온라인일 수 있는 주소를 판정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주소, 프로토콜 및 가능하다면 특정 통신 프로그램이 결정된다면(308), 새로운 통신 요청 또는 요청들(다중 유형의 통

신이 희망되면)이 생성된다(310). 도 3에 도시된 상호작용에서, 이를 통해 접촉과 실제 통신이 이루어질 중간 서비스

를 구비하는 비피어 대 피어(non-peer-to-peer) 통신이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대화 스토어(125)

로 대화 상세설명을 제공한다. 대화 스토어(125)는 클라이언트 장치(200)와 통신 장치(150)가 만나서 '대화'로 통신

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의 만남 장소이다. 당업자는 대화 스토어(125)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120), 클라이언트 장치(

200), 통신 장치(150)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장치 상에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것처럼, 대화는 특성상 피어 대 피어가 아닌 환경인 통신을 호스트하는 중간 서비스를 불러내는 모든 통신이다. 대화 

상세설명(312)이 대화 스토어(125)로 전송되면, 대화가 대화 스토어에서 생성된다(314). 그리고나서, 클라이언트 장

치(200)로 대화 확인(316)이 리턴되어 생성된 대화를 연결하기 위한 상세설명이 주어진다.

다음, 통신 요청(318)은 접촉을 위해 미리 지정되어 있던 주소로 전송된다. 이 통신 요청(초대)(318)은 이 실시예에서

통신 주소에 해당하는 통신 장치(150)로 전송된다. 통신 장치(150)가 통신 요청을 수신하면, 이는 통신 요청의 액티

비티를 인식한다(320). 초대가 받아들여지면, 통신 장치는 통신 요청의 지정된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3

22)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통신 요청(318)은 이름 또는 통신 요청에 지정된 액티비티의 일부와 같은 다른 표시(예, 

프로토콜, 파일 유형, 통신 유형 등)를 통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통신 장치(150)는 특정

액티비티를 처리하기 위한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을 구비할 수 있다. 통신 장치(150)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된 후

, 연결 상세설명(324)이 대화 스토어(125)로 다시 전송되어, 통신 장치(120)를 대화 스토어(125)에 연결한다. 또한, 

통신 확인통지(326)는 클라이언트 장치(200)로 직접 다시 전송될 수 있다. 당업자는 대화 스토어(125)의 통신에 참여

하는 것이 충분한 통신 확인통지 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통신 확인통지(326)가 클

라이언트 장치(200)로 다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클라이언트 장치(200) 및 통신 장치(150) 모두가 대

화 스토어(125)에 연결하기 위한 모든 연결 상세설명(connection details)을 갖게 되면, 대화 스토어(125)를 통해 서

로의 통신을 진행할 수 있다(328).

당업자는 대화 스토어(125)가 당업계에 알려진 다수의 중간 통신 프로그램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통신 스토어(125)가 비디오 회의 리플렉터, 텍스트 채팅 서버 애플리케이션, 오디오 채팅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주어질 수 있다.

또한, 도 3이 시스템(100)의 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의 단지 하나의 예시적인 세트를 나타낸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

이다. 그러므로, 장치 및 연결의 추가적인 구성이 다른 이러한 상호작용에 포함될 수 있다. 도 3의 상호작용은 본 발명

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지 도시적인 것을 의미하고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 1, 2 및 3에 도시된 것처럼, 본 명세서에 설명된 통신 시스템(100)의 실시예는 통신을 개시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

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장치(20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치(200)로부터 개시된 통

신에 대한 사용자 연결 루틴(400)을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 연결 루틴(400)은 새로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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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시될 때 블럭(401)에서 시작하고 블럭(405)으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블럭(410)에서, 루틴(400)은 접촉인에 대

한 가능한 통신 액 티비티를 얻는다. 이 액티비티들은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입력되거나 로컬 접촉 데이타베이스(1

05)로부터 얻어지거나, 회사 디렉토리 또는 탐색 엔진과 같은 원격 위치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는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실시간 주소 등을 포함

하지만, 실시간 주소와 액티비티 사이의 대응을 저장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액티비티와 통신하고 액티비티를 선택하

기 위해 접촉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장치(200)는 클라이언트 장치(200)로부터 사용가능한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그 액티비티를 구현하기 위해 접촉 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할 지를 판단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접촉

기록은 액티비티를 위한 양호한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양호한 주소는 다른 곳, 예를 들면 접촉 

기록과 단지 느슨하게 링크된 '사용자당 태스크 선호 데이타베이스(per user task preference database)'에 모든 사

용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적 선호로 저장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현재 설정(예, 셀 전화를 통한 온라인, 광대역 연결을 

통한 온라인, 작업장에서의 온라인, 가정에서의 온라인 등)에 기초하여 그때그때 판정될 수 있다.

다음, 블럭(415)에서, 어느 주소 또는 주소들 및 애플리케이션이 접촉인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판정

된다. 상술한 것처럼, 접촉인과 통신하기 위한 주소 또는 주소들을 판정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

러나,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블럭(410)에서, 특정 접촉인을 위한 접촉 데이타베이스(105)로부터 사용가

능한 모든 액티비티가 검색되고, 블럭(405)에서, 접촉인과 관련된 통신 장치(150)와 통신하기 위한 적절한 주소 및 

통신 유형 조합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 개시된 새로운 통신과 비교된다.

모든 관련된 통신 유형 및 다른 액티비티 정보와 함께 주소 또는 주소들이 판정되면, 블럭(420)에서 최소한 하나의 액

티비티를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 요청이 생성된다. 판단 블럭(425)에서, 모든 액티비티 또는 액티비티가 특성상 피어 

대 피어(예, 중간 장치가 통신에 참여하거나 관리하지 않음)인지를 판정한다. 모든 액티비티가 피어 대 피어이면, 블

럭(430)에서 통신 요청은 통신 장치(150)로 즉시 전송될 수 있다. 그러나, 판단 블럭(425)에서 모든 액티비티가 피어 

대 피어는 아니라고 판정되면(예, 통신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최소한 하나의 중간 장치가 있음), 처리는 통신 요청이

블럭(430)에서 전송된 후 원격 대화가 시작되는 블럭(440)으로 진행한다. 다음, 판단 블럭(435)에서 요청이 확인통지

되었는지가 판정된다. 요청이 확인통지되지 않았으면, 루틴은 블럭(499)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통신 요청의 최소한 

하나의 액티비티가 확인통지되면, 처리는 통신이 장치 사이에서 시작하는 서브루틴 블럭(700)으로 진행한다. 통신 서

브루틴(700)은 도 7에 도시되어 있고 이하 상세하게 설명된다. 통신 서브루틴(700)이 리턴하면, 루틴(400)은 블럭(4

99)에서 종료한다.

도 1 및 3에 도시된 것처럼, 본 명세서에 설명된 통신 시스템(100)의 실시예는 클라이언트 장치(200)와 통신하기 위

해 접촉인이 사용하는 통신 장치(150)를 포함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통신 장치(150)는 클라이언트 장치(200)와 

아주 유사한 컴퓨팅 장치일 수 있거나, 전화와 같은 훨씬 단순한 통신 장치일 수 있다. 따라서, 도 5 및 6은 통신 장치(

150)를 사용하는 접촉인의 견지에서 예시적인 통신 연결 루틴을 도시한다.

도 5는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클라이언트(200)와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는 통신 장

치(150)를 이용하는 예시적인 통신 연결 루틴(500)을 도시한다. 통신 연결 루틴(500)은 도래하는 통신 요청을 처리하

기 위한 통신 장치(150) 상의 상주 프로세스로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상주 프로세스는 통신 장치(150)의 상태도 통

신하여 접촉인과 통신하기 희망하는 사용자는 접촉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접촉 통신 연결 루틴(500)은 블럭(501)에서 시작되고 새로운 통신 요청이 수신되는 블럭(505)으로 진행한다. 다음, 

블럭(510)에서 통신 요청에 어떤 유형의 액티비티가 실시되었는지 판정한다. 요청된 액티비티가 블럭(510)에서 판정

되면, 블럭(515)에서, 판정된 액티비티가 사용가능하여 통신 장치(150) 상의 프로그램이 통신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한다. 그렇다면, 블럭(520)에서, 통신 요청이 확인통지된다. 통신은 서브루틴 블럭(700)에서 시작된다. 서

브루틴(700)은 도 7에 도시되어 있고 이하 설명된다. 통신 서브루틴(700)이 리턴되면, 루틴(500)은 블럭(599)에서 

종료한다. 그러나, 판단 블럭(515)에서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통신하는데 사용가능한 액티비티가 없다고 판정되면, 

블럭(525)에서 통신 실패 통지가 클라이언트 장치(200)로 다시 전송되고 블럭(599)에서 처리가 종료된다.

도 6은 접촉 통신 연결 루틴도 도시한다. 그러나, 도 6에 도시된 접촉 통신 연결 루틴(600)은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컴퓨팅 루틴을 실행할 수 없는 전화, 무 선, 호출기 등과 같은 동일한 통신 장치(150)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루틴(60

0)은 블럭(601)에서 시작하고 새로운 통신 요청이 수신되는 블럭(605)으로 진행한다. 다음, 판단 블럭(610)에서 통신

요청이 인식되는지가 판정된다. 그렇다면, 블럭(615)에서 통신이 연결된다. 그리고나서, 블럭(620)에서 통신 요청으

로부터 인식된 통신 유형을 이용하여 통신이 시작된다. 통신이 블럭(620)에서 종료된 후, 루틴(600)은 블럭(699)에서

종료한다. 판단 블럭(610)에서 인식된 통신 유형이 없으면 다시 루틴(600)은 블럭(699)에서 종료된다.

당업자는 클라이언트 장치(200) 상의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여 확장가능 통신 제어 내에서 다수의 다른 유형의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통신 제어는 클라이언트 장치(200)[및 보다 발전된 통신 장치(

150)]의 다른 컴퓨팅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제어는 실행 시에 제어는 다른 장치와 접촉할 때 사용할 통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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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제어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플레이스홀더 설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다 유

연하게 하고 통신 제어를 희망하는 대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될 수 있게 한다. 특정 통신 장치(150)가 통신이 희망될 

수 있는 장치로서 개발되므로, 통신 연결 루틴(400) 및 접촉 연결 루틴(500 및/또는 600) 모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

록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통신 요청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통신 장치(150) 상의 오디오 채팅 프

로그램을 위해 디지탈 신호를 전송하도록 적응된 오디오 채팅 통신 제어는 전화 통신 장치(150)에 의해 제공된 신호

가 클라이언트 장치(200) 상의 적응된 통신 제어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록(예, 링 톤, 통화중 신호, 행업, 터치 톤, 다

이얼 톤 등) 전화 통신 장치(150)로 전화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도록 대신 적응될 수 있다.

상기한 것처럼, 도 7은 예시적인 통신 서브루틴(700)을 도시한다. 예시적인 통신 서브루틴(700)은 블럭(701)에서 시

작하고 통신 연결의 일부인 모든 애플리케이션(통신 유형에 대해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하는 루프 블럭(705)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착수되지 않았다면, 블럭(710)에

서 애플리케이션이 착수된다. 다음, 루프 블럭(715)에서,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이용하는 각각의 통신 유형에 대해, 연

결이 피어 대 피어 통신인지를 판정한다. 그렇다면, 블럭(725)에서 애플리케이션은 피어 장치[예, 클라이언트 장치(2

00) 또는 통신 장치(150)]로 연결된다. 판단 블럭(720)에서 통신 유형이 피어 대 피어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애플리

케이션이 대화 스토어(125)에서 원격 대화에 연결되는 블럭(745)으로 진행한다.

블럭(745 또는 725) 후,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최종 통신 유형인지를 판단 블럭(730)에서 판정한다. 최종 통신 

유형이 아니었다고 판단 블럭(730)에서 판정되면, 다시 루프 블럭(715)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판단 블럭(730)에서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최종 통신 유형이었다고 판정되면, 이것이 최종 애플리케이션이었는지를 판정하는 판단 

블럭(735)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루프 블럭(705)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나, 판단 블럭(735)에서 최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판정되면, 통신 유형과 관련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통신의 연결된 유형 상에서 통신이 진행하는 블럭(740)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이 통신 장치 및/또는 클라이

언트 장치에 의해 통신이 종료되면, 서브루틴(700)은 블럭(799)에서 통화 루틴으로 리턴한다.

도 8은 애플리케이션(800, 850)에 내장된 통신 제어(810 및 860) 사이에 텍스트 채팅 및 비디오 통신이 있는 2가지 

애플리케이션(800, 850)의 예시적인 도면을 도시한다. 통신 제어(810)의 텍스트 채팅(815)은 비피어 대 피어 텍스트

채팅이고 따라서 대화(830)에 연결한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850)의 통신 제어(860)는 텍스트 채팅(815)을 하

는 것과 동일한 대화(830)와도 연결하는 텍스트 채팅(865)을 구비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800) 및 애플리케이션

(850)은 대화(830)를 이용하여 텍스트 채팅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상기한 것처럼, 대화(830)는 클라이언트 장치(20

0), 통신 장치(150), 통시 서비스 제공자(120) 또는 통신망(100)과 통신하는 다른 장치 상에 대화 스토어(125)에 내

장될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800) 및 애플리케이션(850)은 피어 대 피어 연결인 비디오 연결(840)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통신 제어(810) 및 통신 제어(860)는 중간 '대화'가 없는 비디오 통신(840)에 대한 직접 피어 대 피어 연결

을 갖는다. 당업자는 도 8이 본 발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및 통신의 단지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는 것을 알 것

이다. 도 8은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통신의 가능한 유형의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제어와의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라 통신 제어를 이용하도록

적응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이동되는 통신 제어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례는 텍

스 트 채팅을 문서 작성 애플리케이션과 분리하여 이를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놓게 하지 않고서 통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용자가 선

택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성 통신 제어를 구비하여, 보다 좋은 협력이 가능하다. 통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왔다갔다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도 10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통신 제어를 분리하고, 셸 애플리케이션(900)과 같은 디폴트 애플리케이션 내

에서 자신의 것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목표 애플리케이션에 분리된 통신 제어를 재부착하는 분리 루틴(1000)을 도시

한다. 분리 루틴(1000)은 블럭(1001)에서 시작하고 현재 액티비티 또는 활성화된 액티비티를 포함하는 통신 제어를 

분리하기 위한 표시가 수신되는 블럭(1005)으로 진행한다. 분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표시는 사용자가 애플리

케이션의 창 밖으로 제어를 '드래그'할 때(제어 위에 클릭하고 이를 이동시킴)이다. 당업자는 디폴트에 대한 다른 표시

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음, 블럭(1010)에서 현재 액티비티 또는 액티비티들에 대한 디폴트 애플리케

이션이 판정되다는 것이다. 다음, 블럭(1015)에서 현재 통신 제어는 그 이전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제어를 포함하기 위한 디폴트 셸 애플리케이션의 도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9에 도시된 도시적인 쉘(900)은 셸 통신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채팅 통신 제어(910)를 포함한다. 도 11

은 셸 애플리케이션(900)과 같은 디폴트 애프리케이션(1120)으로부터 분리된 통신 제어(1110)가 있는 예시적인 애

플리케이션(1100)을 도시한다. 분리 루틴(1000)은 통신 제어가 셸 애플리케이션(900)과 같은 디폴트 애플리케이션

에 부착되는 블럭(1020)으로 진행한다. 다음, 판단 블럭(1025)에서 목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지정되

었는지를 판정한다. 판단 블럭(1025)에서 목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지정되었다고 판정되면, 현재 

통신 또는 통신들이 목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부착(드래그)되는 블럭(103)으로 진행한다. 당업자는

혼재된 통신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통신 유형이 목표 애플리케이션에 부착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이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에 부착된 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면, 이는 부착된 텍스트 채팅 창이 아닌 별개 연결

되는 유동적인 비디오 창을 허용한다. 목표 애플리케이션이 판단 블럭(1025)에서 지정된 것으로 발견되던지 아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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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떠한 경우에도, 통신은 상술된 서브루틴(700)에서 계속된다. 분리 서브루틴은 통신 서브루틴(700)이 리턴하는 

블럭(1099)에서 종료한다.

서브루틴(700)의 통신은 다수의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애플리케

이션으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부착할 때 통신 제어는 현재 연결을 유지하거나 간단하게 현재 애플리

케이션에 재연결할 방법을 기억할 수 있다. 이는 통신 유형(예를 들면, 일부 통신 유형은 끊어짐없는 절단 및 재연결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 장치(200) 및/또는 통신 장치(150)에 따라 변하거나, 그 통신 제어

에 관해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선호로부터 간단히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도시적인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 주를 벗어남없이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보다 유연하고 확장가능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동적으로 프로토콜 및/또는 통신 유형

을 정의하는 능력을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 구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팅 장치와 원격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촉(contact)의 정보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extensible communication activity)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의 통신 주소로의 통신 요청을 생성하도록 적응시키는 단계

와,

상기 통신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적합한 통신 연결을 상기 원격 통신 장치에 대해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운영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갱신하여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도록 적응된 임의의 컴퓨팅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위한 쉘(shell) 프로그램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은 텍스트 채팅(text chat),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s), 비디오 스트리밍(vi

deo streaming), 오디오 스트림(audio streams)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은 컴퓨팅 망상에 있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은 전화 망상에 있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통신 장치는 넌컴퓨팅 장치인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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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는 대화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원격 통신 장치와 상

기 컴퓨팅 장치는 상기 대화를 통해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 및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상기 컴퓨팅 프로그

램에 의해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확장가능 마크업 언어로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분리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도록 적응된 제2 컴퓨팅 프로

그램에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분리하고 이를 상기 제2 컴퓨팅 프로그램에 부착하는 단계는 상기 설정

된 통신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 발신 식별자(origination identifier) 및 리턴 식별자

(return identifier)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액티비티는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특수 통신 프로그램의 표시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복수의 통신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각각 의 액티비티는 통신 유형을 지정하고, 상

기 통신 연결의 설정 단계는 각각의 지정된 통신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복수의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컴퓨팅 장치와 원격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구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접촉 정보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의 통신 주소로의 통신 요청을 생성하도록 적응시키는 단계

와,

상기 통신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적합한 통신 연결을 상기 원격 통신 장치에 대해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운영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갱신하여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

용하도록 적응된 임의의 컴퓨팅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은 텍스트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비디오 스트리밍,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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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는 대화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원격 통신 장치와 상

기 컴퓨팅 장치는 상기 대화를 통해 연결을 설정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 및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상기 컴퓨팅 프로

그램에 의해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확장가능 마크업 언어로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 발신 식별자 및 리턴 식별자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액티비티는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특수 통신 프로그램의 표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복수의 통신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각각의 액티비티는 통신 유형을 지정하고, 상

기 통신 연결의 설정 단계는 각각의 지정된 통신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복수의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8.
원격 통신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구비한 메모리 및 프

로세서를 갖는 컴퓨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접촉 정보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의 통신 주소로의 통신 요청을 생성하도록 적응시키는 단계

와,

상기 통신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적합한 통신 연결을 상기 원격 통신 장치에 대해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

퓨팅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는 운영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갱신하여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를 이

용하도록 적응된 임의의 컴퓨팅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은 텍스트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비디오 스트리밍,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는 대화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원격 통신 장치와 상

기 컴퓨팅 장치는 상기 대화를 통해 연결을 설정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제어 및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상기 컴퓨팅 프로

그램에 의해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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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프로그램은 확장가능 마크업 언어로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 발신 식별자 및 리턴 식별자를 포함하는 컴퓨팅 장

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액티비티는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특 수 통신 프로그램의 표시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복수의 통신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각각의 액티비티는 통신 유형을 지정하고, 통

신 연결의 설정 단계는 각각의 지정된 통신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복수의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

팅 장치.

청구항 38.
컴퓨팅 장치로부터 통신 장치로의 확장가능 통신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통신 요청으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판정하는 단계와,

통신 프로그램이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응답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복수의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

티에 응답하여 복수의 통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요청은 복수의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포함 하고, 상기 복수의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

티에 응답하여 단지 하나의 상기 통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컴퓨팅 장치로부터 통신 장치로의 확장가능 통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구비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수신된 통신 요청으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판정하는 단계와,

통신 프로그램이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응답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2.
상기 메모리는 컴퓨팅 장치로부터 통신 장치로의 확장가능 통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구비

한 메모리 및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컴퓨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수신된 통신 요청으로부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를 판정하는 단계와,

통신 프로그램이 상기 확장가능 통신 액티비티에 응답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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