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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와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소프트웨어 파일을 복수 개의 다운로드 모듈들(DLM)로 저장하고 각 DLM은 특정 기능의 수행을 위

해 함께 동작하는 상호 연관된 복 수개의 콤포넌트들로 구성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와 관련하여 각 DLM에 있는 각 콤

포넌트의 버전 ID를 검사하며, 더 나아가 제 1 DLM의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제 1 그룹 버전 ID들을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 ID들을 비교하는 DLM 제어기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단말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망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LM 제어기를 구비한 이동 단말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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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이동 단말기에 구비된 메모리의 DLM 영역에 저장된 DLM들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이동 단말기의 DLM 제어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모듈의 다운로드 및 설치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무선 통신 시장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무선 서비스 공급자와 무선 장비 제조자는 가능한 편리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또한

가격 면에서도 적당한 무선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늘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선 서비스 공급

자, 이동전화 제조자 및 그외 무선 단말기 제조자는 새로운 가입자를 등록시키고 이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며 기존의 가입자

에 대한 서비스 및 장비를 개선하는 절차들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이동전화, PDA, 무선 휴대용 컴퓨터, 쌍방향 호출기 등과 같은 이동 단말기에 대한 무선(OTA: Over the Air) 제공 및 무

선 업그레이드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OTA 제공이란 새 이동전화나 그 외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새 가입자가 무선 서

비스 공급자와 계정을 통해 단말기의 동작 기능을 구성하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다. OTA 제공 절차는 대부

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새 가입자가 이동 전화 서비스 센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새 가입자는 구입한 이동 단말기를 상자

에서 꺼내 이용 설명서에 제시된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나 상담원과 대화형(interactive)으로 제공 절차를

수행한다.

무선 단말기에 대한 OTA 업그레이드 역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다. 이는 가입자가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 패치, 바이러스 백신(bug fixes) 및 새로운 버전의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가능 하도록 한

다. 이동 서비스 공급자나 제조자, 또는 이들이 공동으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

한 절차를 이동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것은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PC는 DLL(Dynamically Linked Libraries), MMU

(Memory Management Unit), 큰 RAM 공간과 같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 종

래에는 소프트웨어를 분할하여 일련의 분할 개체들을 PC에 다운로드한다. 만약 한 개체 파일에 바이러스나 전송 오류가

있다면 그 파일만 재전송하면 되고 그 외 정상적으로 수신된 파일들은 재전송할 필요가 없다. 파일들 전체를 수신한 후 PC

에서는 그 파일들 모두를 RAM에 실어 DLL을 형성하기 위해 재연결한다. 상기 DLL은 PC의 메모리 (예를 들면 하드디스

크)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MMU는 코드나 심볼 테이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는 PC보다 자원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MMU가 없고 코드는 RAM이 아닌 플래시 메모리에서 실행

된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무선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이동전화와 그 외 다른 이동 단말기에서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선된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무선 통신 장치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components)를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

어 구성요소들의 조직과 설치를 관장하는 중앙 콤포넌트 관리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와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수신된 소프트웨어 파일들을 복수개의 다

운로드 모듈(DLM)로 저장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동작하는 복수개의 관련 콤포넌트들로 구성되는 상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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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며 각 DLM의 각 콤포넌트의 버전 ID를 검사하고 또한 제 1 DLM의 제 1

복수개의 콤포넌트들에 대한 제 1 그룹의 버전 ID들을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1 복수개의 콤포넌트들

의 최신 버전 ID들을 비교하는 DLM 제어기를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어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 상기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를 요구하여

수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는 상기 비교 동작에 따라서 새 버전이 있는 상기 제 1 복수개의 콤포넌트들의 버

전 ID를 검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는 검출된 상기 제 1 복수개의 콤포넌트들의 새 버전의 송신을 요구하는 메시

지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에 송신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는 상기 제 1 DLM에서 검색된 제 1 콤포넌트와 제 2 DLM에 있는 종속 콤포넌

트간의 상호 종속성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는 상기 제 2 DLM의 종속 콤포넌트의 버전 ID와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에

서의 상기 종속 콤포넌트의 최신 버전 ID를 비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는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종속 컴포넌트에 대한 새 버전이 있으면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서버에 상기 새 버젼의 전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 1 DLM의 상기 콤포넌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각 콤포넌트는 자원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실행 코드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입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의 안내 메시지 수신, 이동 단말기의 타

이머 종료 중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 발생시 상기 제어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에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 전송

을 요구한다.

본 발명에 대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이점을 다소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다. 따라

서 그외 본 발명 특징과 장점은 하기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제시된 개념과 구체적인 실시예를 근간으로 본 발명의 기술

적 범위와 원리 내에서 당해 기술자에 의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전체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포함하다(include)"와 "구비

하다(comprise)"는 이들의 파생어와 함께 제한없는 포함을 의미한다."또는(or)"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리고/또는"을 의미

한다. "연관된(associated with)"과 "그와 연관된(associated therewith)"은 이들 용어의 파생어를 포함해서 "포함하다

(include, contain)", "포함되다(be included within be contained within)", "연결되다 (interconnect with, connect to or

with, couple to or with)", "통신 가능하다(be communicable with)", "협력하다(cooperate with)", "인터리브하다

(interleave)", "병치하다(juxtapose)". "근사하다(be proximate to)", "밀접하다(be bound to or with)", "가지다(have)", "

속성이 있다(have a property of)"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제어기"는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나 그 시스

템의 일부로서 하드웨어,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들 중 적어도 둘의 결합으로 실행된다. 제어기가 연결되어 있든 원격으

로 동작하든(locally or remotely) 그 기능은 통합 구현되거나 또는 분산 실행할 수 있다. 상기 용어의 정의 대부분은 해당

용어의 향후 의미뿐만 아니라 이전 의미에도 적용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망100을 도시한다. 무선망100은 복수 개의 셀121-123을 구비하며 각 셀은 기지

국(BS)101, 102 또는 103을 가진다. 기지국101-103은 CDMA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기(MS)111-114와 통신한다. 상기

MS는 기존의 무선 이동전화, PCS, PDA, PC 등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단지 이동 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고정된 무선 단

말기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단말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상 이동 단말기를 대상으로 본 발명을 설명할 것이다.

점선은 BS 101-103이 위치한 셀121-123의 경계를 나타내다. 설명의 편의상 셀의 형태를 원형으로 표현하였지만 셀의

구성이나 자연적, 인위적 장애물에 따라 비정형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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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121-123은 복수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셀에 포함되는 복수개의 섹터의 도시는 생략하도록 한다. 각 섹터는 기

지국의 방향성 안테나에 의해 전파를 받는다. 도 1에는 셀의 중심에 기지국이 위치해 있으나 상기 방향성 안테나가 섹터의

코너에 위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어떤 특정 셀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BS) 101, 102, 103 각각은 기지국 제어기(BSC)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지국 트

랜시버 서브시스템(BTS)으로 구성된다. 기지국 제어기(BSC)는 무선 통신망내의 특정 셀들을 위해 기지국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BTS)을 비롯한 무선 통신 자원을 관리하고, 기지국 트랜시버 서브시스템(BTS)은 각 셀에 위치한 RF 송수신기, 안

테나, 다른 전기 장비를 포함한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각 셀의 기지국 트랜시버 서브시스템(BTS)과 이와 관련

된 기지국 제어기(BSC)를 합해서 기지국(BS)으로 칭하도록 한다.

기지국(BS)101, 102, 103은 통신로131과 이동교환센터(MSC)140을 통해 공중 전화 교환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과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송/수신한다. 상기 기지국(BS)들은 또한 통신로131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50을 통해 미도시된 인터넷과 데이터 신호를 주고 받는다. 통신로131은 MSC140과 BS101, 102, 103간의

음성 및 데이터 회로의 연결을 위해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연결로를 제공한다.

통신로131은 T1라인(T1 line), T3라인(T3 line), 광섬유 링크,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백본 연결수단, 또는 그 외 다른 종

류의 데이터 연결수단이 될 수 있다. 통신로131은 BSC의 각 보코더와 MSC140의 스위치 장치를 연결한다. 통신로131은

아날로그 음성 대역 신호의 전송로, PCM 음성 신호의 디지털 전송로, IP 포맷 음성신호의 디지털 전송로, ATM 포맷 음성

신호의 디지털 전송로, 또는 그 외 연결 전송 프로토콜에 따른 전송로를 제공한다. 상기 통신로131은 해당 시그널링 프로

토콜에 따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제어신호의 전송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해 기술자들에게 자명하다.

MSC140은 무선망 가입자와 인터넷이나 PSTN과 같은 외부 망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하는 교환 장치이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르면, 통신로131은 여러 개의 데이터 링크들로 구성되어 각 데이터 링크가 각 BS를 MSC140에 연결한다.

상기 무선망100에서, MS111은 셀121에 위치하여 BS101과 통신하고 MS113은 셀122에 위치하여 BS102와 통신하며

MS114는 셀123에 위치하여 BS103과 통신한다. MS112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셀123의 주변에 근접 위치하여

셀123의 방향으로 이동중이라고 가정하면, MS112는 셀123에 진입하여 셀121에서 벗어나면 어느 시점에서 핸드오프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핸드오프 절차를 통해 제 1셀에서 제 2셀로 호 제어가 이동된다. MS112가 셀121에서 셀123으로 이동함으로

써 MS112는 BS103으로부터 파일럿 신호를 검색하여 BS101로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를 전송한다. MS112에서 수신하여 측정한 BS103의 파일럿 세기가 임계값보다 크면 BS101은 BS103으로

TIA/EIA IS-95 또는 TIA/EIA IS-2000에 따른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시그널링을 통해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를 수행한다.

BS103과 MS112는 CDMA 채널의 통신로 설정을 위하여 협상하고, 기존의 BS103과 MS112간의 통신로는 유지하고,

MS112는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로 BS101 및 BS103과 동시에 통신한다. 이러한 소프트 핸드오프는 순방향 채널 링크와

역방향 채널 링크의 성능을 개선한다. BS101로부터 수신한 신호가 소정의 신호 세기 임계값 미만이 되면 MS112는

BS101과의 연결로를 해제하고, BS103으로부터만 신호를 수신한다. 이로써 BS101로부터 BS103으로 호가 끊어지지 않

고 이동된다. 상기 설명한 소프트 핸드오프는 상기 MS가 음성 혹은 패킷 호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아이들 핸드

오프(idle hand-off)는 제어 채널 혹은 페이징 채널로 통신하고 있는 MS의 셀들간의 핸드오프이다.

도 1에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상기 MS들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원격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무선망100의 MS

들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OTA 업그레이드 절차에 의해 업그레이드 된다. 본 발명에 따라, 각 MS는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콤포넌트를 집중 관리하는 DLM 제어기를 구비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업그레이드(upgrade)"라는 용어

는 패치의 다운로드 및 설치, 기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

로드 및 설치까지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DLM 제어기를 구비한 MS111의 상세 블록도이다. 상기 MS111은 안테나205, RF 송

수신기210, 송신(TX) 프로세서215, 마이크220, 수신(RX) 프로세서225로 구성된다. 또한, MS111은 스피커230, 주 프로

세서240, 입출력 인터페이스(IF)245, 키패드250, 디스플레이255, 그리고 메모리260을 더 구비한다. 메모리160은 기본적

인 운영체제(OS) 프로그램261,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 DLM 영역263을 포함한다.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는 다

시 DLM 제어기270을 가진다. OTA 업그레이드 절차에서 상기 DLM 제어기270은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원격 서버로부터

인출될 수 있는 다양한 다운로드 모듈의 다운로드, 조직, 설치를 관장하는 서브루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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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송수신기210은 무선망110의 BS로부터 송신된 RF 신호를 안테나205를 통해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F) 신호나 기저대

역 신호로 하향 변환한다. 상기 IF 신호 또는 기저대역 신호는 RX 프로세서225에 입력되어 필터링, 복호화, 및/또는 디지

털화 과정을 거쳐 기저대역 신호로 처리된다. RX 프로세서225는 음성 데이터인 경우 상기 기저대역 신호를 스피커230으

로 출력하든지 또는 그 이상의 처리(예를 들면 웹 브라우징)를 위해 주 프로세서240으로 출력한다.

TX 프로세서215는 마이크220으로부터 아날로그/디지털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주 프로세서240으로부터 다른 송신

기저대역 데이터(예를 들면, 웹 데이터, e-메일, 대화형 비디오 게임 데이터)를 수신한다. 상기 TX 프로세서215는 상기 기

저대역 송신 데이터를 부호화, 다중화, 및/또는 디지털화하여 기저대역 또는 IF 신호를 발생한다. RF 송수신기210은 TX

프로세서215로부터 상기 기저대역 또는 IF 신호의 주파수를 상향 변환하여 RF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안테나205를 통해

송신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주 프로세서240은 마이크로프로세서나 마이크로콘트롤러로 구성된다. 메모리

260은 주 프로세서240과 연결되고 RAM과 ROM으로 동작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다.

주 프로세서240은 MS111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메모리260에 저장된 기본적인 OS(Operation System)를 실

행한다. OS 실행시 이미 알려진 방식으로 주 프로세서240은 RF 송수신기210, RX 프로세서225, TX 프로세서215를 통해

순방향 채널 신호의 수신과 역방향 채널 신호의 송신을 제어한다.

주 프로세서240은 그외 다른 동작을 수행하고,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와 DLM 제어기270을 비롯하여 메모리260에

저장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주 프로세서240은 동작 실행을 위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독출한다. 또한,

주 프로세서240은 입/출력 인터페이스245에 연결되고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245를 통해 MS111은 노트북 컴퓨터와 휴

대용 소형(handheld) 컴퓨터와 같은 다른 장치에 연결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245는 이들 외부 장치와 주 프로세서240

의 통신로 역할을 한다.

주 프로세서240은 키패드250과 디스플레이255와 연결된다. MS111의 사용자는 키패드250을 이용하여 MS111에 데이터

를 입력한다. 디스플레이255는 웹 사이트로부터 수신된 텍스트 및 적어도 제한된 정도의 그래픽을 나타낼 수 있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그 외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주 프로세서240은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에 의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포함하는 소프트

웨어 모듈을 수신하고, 이를 설치한다. 이러한 동작은 일반적인 사용자 입력, 주기적인 절차(즉, MS111의 타이머 종료),

또는 원격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안내 메시지의 수신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OTA 업그레이드 절차를 통해 실행된

다. 이러한 이벤트의 발생에 대응하여 주 프로세서240은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 및 DLM 제어기270에 의해 무선망

100의 인터넷 접속으로 무선망100과 원격 서버간의 통신로를 설정한다. 통신로가 설정되면 주 프로세서240은 MS에 대

한 업그레이드 리스트를 업그레이드 서버로 요구한다. 원격 서버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리스트와 이러한 업그레이드 프

로그램에 요구되는 자원(즉, 메모리 공간, 프로세서 속도) 정보를 송신한다. MS111과 업그레이드 서버간의 통신 프로토콜

에 의해 DLM 제어기270은 보안 키 암호화 MD5 검사 알고리즘을 통해 유효 서버에 대한 접속을 인증하고 수신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일예에 따르면 다운로드 제어 프로그램262는 주로 상기 업그레이드 서버와의 세션 연결을 설정하고,

세션 연결을 유지한다. 일단 세션이 연결되면 DLM 제어기270은 다운로드 모듈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콤포넌트들의 식별,

선택, 송신, 저장, 설치 및 구성을 관리한다. DLM 제어기270에는 DLM 서술자(descriptor) 리스트와 각 DLM에 대한 일련

의 콤포넌트들이 있다. 각 콤포넌트 타입에는 데이터 독출, 데이터 저장, 삭제, 설치, 초기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연산

자들이 포함된다. 달리 말하면, 모든 DLM에 있는 타입 X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타입 Y 데이터는 파일 시스

템에 저장되며 타입 Z 데이터는 EEPROM에 저장될 수 있다. DLM 제어기270은 데이터베이스에 각 콤포넌트에 대한 파일

핸들(file handle)을 저장하고 각 타입에 따른 연산자들을 불러 상기 파일 핸들을 실행한다. 따라서 상기 콤포넌트 데이터

베이스는 DLM 제어기270에 의해 유지되지만, 상기 연산자들에 의해 상기 데이터의 모든 연산이 실행된다.

DLM 제어기270은 DLM 서술자(descriptors)를 참조하여 콤포넌트 수정 사항을 계속 추적하고 업그레이드 콤포넌트가 있

을 때마다 콤포넌트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다. 또한, DLM 제어기270은 진행중인 DLM 다운로드의 상태 리스트를

유지한다. DLM 제어기270은 상기 상태 리스트의 해당 엔트리에"종료(DONE)"라고 표시되면 다운로드 동작이 완료된 것

으로 인식한다. 새 콤포넌트들 전부 저장되어야 이들의 설치가 실행되고 이들 새 콤포넌트들의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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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콤포넌트들은 MS111에 그대로 유지된다. DLM 제어기270은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크기에 따라 메모리 공간을 최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크기가 작은 콤포넌트는 그에 맞는 ROM 홀(hole)을 할당하고, 큰 홀들은 차후 크기가 큰 콤포넌트

들을 위해 남겨둔다. 이러한 DLM 제어기270은 DLM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MS111의 메모리260에 있는 DLM 영역263에 저장된 DLM들을 도시한다. DLM 영역

263은 DLM310-340을 비롯한 복수개의 DLM을 저장한다. 이하, DLM310-340을 각각 DLM 1-DLM 4로 칭한다.

각 DLM은 여러 종류의 콤포넌트들로 구성되고 이들 콤포넌트들은 함께 동작한다. 예를 들면, DLM 1은 자원 콤포넌트

311, 스트링 콤포넌트312, 그래픽 콤포넌트313, 및 실행 코드 콤포넌트314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DLM 2 역시 자원 콤

포넌트321, 스트링 콤포넌트322, 그래픽 콤포넌트323, 및 실행 코드 콤포넌트324로 구성되고, DLM 3도 자원 콤포넌트

331, 스트링 콤포넌트332, 그래픽 콤포넌트333, 및 실행 코드 콤포넌트334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DLM 4도 자원 콤포

넌트341, 스트링 콤포넌트342, 그래픽 콤포넌트343, 및 실행 코드 콤포넌트344로 구성된다.

각 콤포넌트에 실행되는 연산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연산의 범주(예를 들면, 로딩, 설치, 내용 식별 등)는 다

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DLM 제어기270은 연산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지 않아도 특정 DLM들 중 어느 하나가 기준 DLM이

면 그 DLM들 모두 부트스트랩(bootstrap)한다. 또한 DLM 제어기270은 콤포넌트간의 상호 연관성 및 콤포넌트 수정 상

황에 따라 정확한 다운로딩 순서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할 최소한의 콤포넌트들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DLM 1의 자원 콤포넌트311이 버전 1.1.15, 스트링 콤포넌트312는 버전1.1.10, 그래픽 콤포넌트313은 버전

1.1.31, 실행 코드 콤포넌트314는 버전1.1.44라고 할 때, DLM 제어기270은 원격 서버로부터 최신 콤포넌트 리스트를 요

구하여 수신하고 최신 자원 콤포넌트, 스트링 콤포넌트, 그래픽 콤포넌트, 실행 코드 콤포넌트 버전이 각각 1.1.15,

1.1.18, 1.1.31, 1.1.50임을 확인한다. 스트링 콤포넌트312와 실행 코드 콤포넌트314의 버전만 다르기 때문에, DLM 제어

기270은 원격 서버로부터 이들 콤포넌트들만 요구한다.

더 나아가, DLM 1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야한 콤포넌트들 중 하나가 DLM 2, DLM 3 , DLM 4와 같은 다른 DLM의 제 2 콤

포넌트에 종속되어 있다면 DLM 제어기270은 상기 제 2 콤포넌트의 최신 버전 다운로드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종속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을 획득할 때까지 반복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S111의 DLM 제어기270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400이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DLM 제어기270은 405단계에서 DLM k의 콤포넌트들에 대한 최신 버전 리스트를 수신한다. DLM k는 이를테면 DLM 1,

DLM 2, DLM 3, DLM 4가 될 수 있다. DLM 제어기270은 410단계에서 DLM k의 최신 컴포넌트 버전 리스트와 DLM k의

콤포넌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비교한다. 그런 후 415단계에서 DLM 제어기270은 DLM k에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콤포

넌트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의 그러한 콤포넌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콤포넌트의 상호 종속성을 검사한다. 420단계에서 상호

연관이 있는 다른 DLM의 콤포넌트(들)가 있다면 이들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 리스트(들)를 요구한다. 425단계에서 이

들 종속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 리스트를 수신하고 이들의 최신 버전과 현재의 버전을 비교한다. 이후 430단계에서 DLM

제어기270은 DLM k에서 선택된 콤포넌트들과 다른 DLM(들)의 종속 콤포넌트들의 다운로드를 요구한다. 요구한 콤포넌

트들의 새 버전이 모두 수신되면 DLM 제어기270은 기존의 버전을 이들로 교체한다. 결과적으로 435단계에서 MS111이

재부팅되고 이후 상기 새 버전의 콤포넌트들이 실행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무선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상

당히 복잡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전화와 그 외 다른 이동 단말기에서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선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이동 단말기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components)를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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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에 있어

서,

상기 수신된 소프트웨어 파일을 복수개의 다운로드 모듈(DLM)들에 저장하고 각각의 다운로드 모듈(DLM)은 특정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함께 동작하는 상호 연관된 복수개의 콤포넌트들로 구성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와 연결되고, 상기 각각의 다운로드 모듈(DLM)에 포함되어 있는 각 콤포넌트의 버전 아이디(identifiers)들을

검사하고, 제 1 다운로드 모듈(DLM)의 제 1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제 1 그룹 버전 아이디들과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

트에 있는 상기 제 1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 아이디들을 비교하는 다운로드 모듈(DLM) 제어기를 실행하는 프

로세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

를 요구하여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비교 동작에 따라서 상기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 중에 새로운 버

전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콤포넌트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제1 콤포넌트의 새 버전의 송신을 요구함을 특징으로 하

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선택된 제 1 콤포넌트와 제 2 DLM에 있는 종속 콤포넌트의 상호 종

속성을 검사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제 2 DLM의 종속 콤포넌트의 버전 아이디와 상기 최신 콤포넌트 버

전 리스트에 있는 상기 종속 콤포넌트의 최신 버전 아이디와 비교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종속 콤포넌트의 새 버전이 있으면 새버전의 송신을 요구하는 메시지

를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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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DLM의 콤포넌트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

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DLM의 콤포넌트들은 자원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실행 코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0.

제 2항에 있어서, 이벤트 발생시 상기 다운로드 모듈 제어기는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에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

스트를 요구하고 상기 이벤트는 사용자 입력, 상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의 안내 메시지 수신, 상기 이동 단말

기의 타이머값 종료 중 적어도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1.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에서 소

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소프트웨어 파일을 복수 개의 다운로드 모듈들(DLM)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각 DLM은 특정 기능의 수행을 위

해 함께 동작하는 상호 연관된 복수개의 콤포넌트들로 구성되는 단계와,

각 다운로드 모듈에 있는 각 콤포넌트의 버전 아이디를 검사하는 단계와,

제 1 DLM의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제 1 그룹 버전 아아디들을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의 최신 버전 아이디들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

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를 요구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동작에 따라서 상기 제 1 복수 개의 콤포넌트들 중에 새로운 버전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콤포넌트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제1 콤포넌트의 새 버전의 송신을 요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

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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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제 1 DLM에 있는 콤포넌트와 관련된 제 1 아이디와 제 2 DLM에 있는 종속 콤포넌트의 상

호 종속성을 검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DLM의 종속 콤포넌트의 버전 아이디와 상기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에 있는 상기 종속

콤포넌트의 최신 버전 ID와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 콤포넌트의 새 버전이 있으면 새 버전의 송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DLM의 콤포넌트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

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DLM의 각 콤포넌트는 자원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실행 코드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청구항 20.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에 최신 콤포넌트 버전 리스트를 요구하는 단계는 이벤트 발생시 실행

되며 상기 이벤트는 사용자 입력, 상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버로부터의 안내 메시지 수신, 상기 이동 단말기의 타이머

종료 중 적어도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 다운로드 관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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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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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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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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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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