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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이동 단말기들을 위한 음성 및 원문 그룹 대화 기술들

명세서

본원은 여기에 참고로 편입된, "무선 이동 단말기들을 위한 음성 및 원문 그룹 대화 표시 관리 기술" 제하의 2002. 7. 17 출
원, 미국특허출원 10/197,022의 일부계속출원이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언어 및 원문의 입력 및 출력 양식을 편입하는 통신방식들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이동 장치들 상의
실시간의 언어 및 원문 회화(예를 들어, 대화 스레드)를 하게 하는 무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작은 정도의, 원문 및 언어 채팅 장치들은, 기술분야, 특히 개인용 계산기 방식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공개특허출원 2001/0042095 A1; 2001/0011293 A1; 및 2002/0023128과 미국특허 6,212,548 및 6,286,034 호는 오
늘 날 사용되는 전형적인 장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들의 공통 특징은 각종 회화들(또는 스
레드들)이 표시장치나 스크린 상의 별개의 지역들 안에 분할되는 점이다. 게다가, 단일의 스레드가 원문 및 언어 교환 양자
의 복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상기 장치들이 통상 둘의 양식들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스피커를 통해 통상 재생됨
에 반하여, 복수의 원문 메시지는 스크린 상에 재생된다. 사용자들은 그 스레드의 타 메시지들에 관한 스레드에 낡은 언어
메시지들이 생기는 경우 그들을 참고하거나 구별할 수단이 없다.

미국 공개특허출원 2002/0023128 A1("128 공개")은 스크린 구역이 여섯의 개별 윈도들로 분할되는 장치를 기재하고 있
다. 하나의 윈도는 하나의 스레드(뚜렷한 스레드)의 대화력(chat history)을 제공하는 한편 또다른 윈도는 복합된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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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스레드들의 대화력을 표시한다. 대화력은 스크린 상에 표시된 복수의 기입들로 이루어져 있어 도착(inbound: 즉,
이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의해 수신된) 및 발송(outbound: 즉, 이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의해 송신된) 대화 메시지들 양자를
기술한다. 그 기입들은 스크린 상에 연표순으로 통상 표시되며 통상 원문 메시지를 단지 기술한다.

상기 기재의 대화 장치들이 다소의 대화 그룹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당한다 하여도, 그들은 선재하는 이동 메시지 장치들과
통합을 용이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기지의 대화 장치들로는, 대화 회의 중, 가입자들은 대화 메시지 장치의 밖에서 조작하
는 이어받은 이동 사용자들과 편하게 접촉할 수도 없고 통신될 수도 없다. 따라서, 대화 신청을 서두르는 이동 사용자들과
대역외 메시징 장치들을 이어받은 이동 사용자들 간의 대화 스레드들을 허용하는 대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단일 모델(즉, 음성이나 원문)과 다중모델(즉, 음성 및 원문)의 무선 대화 장치들 양자의 관리를 위한 발명성의 방법들과 장
치들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장점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의하면, 무선 장치는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들과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들 간의 대화토대
의 통신을 허용한다. 이어받지 않은 단말기들은 무선 반송파 네트웍들을 거쳐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화 고객 적용을
실행한다. 이어받은 단말기들은 일반적으로 대화 고객이 결핍되며, 무선 조작자에 의해 편리하게 제공되는 단 메시징 서비
스(SMS) 따위의, 대체 데이터 메시지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통신할 능력이 대신하여 있다. 이어받은 및 어어받지 않은 단
말기들 간의 통신은 아래와 같이 달성된다. 우선,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발송 대화 메시지는 서버 콤플렉스
에서 수신된다. 발송 메시지는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 상응하는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서버 콤플렉스 내의 구성요소들은
이어받을 어드레스를 발견하며, 응답으로, 발신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발송 메시지를 확립하여 이어받은 단말기에 송신
되게 된다. 발송 메시지는 집합체에 보내지고,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의 송달을 위해 다음 대역밖의 메시지 장치 내에로
발송 메시지를 삽입한다. 이어받은 단말기에 의해 발생된 응답 메시지는 SMS 장치를 통해 직접 이어받지 않은 단말기에나
SMS 장치를 거쳐 서버 콤플렉스를 통해, 발신자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보내질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기술들은 상기 서비스들을 어떤 의미로는 무선 작동자와 무관한 표준 데어터 이송 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초
로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사용된 무선 조작자들을 건너 사용자들을 다리놓는 무선 패킷 네트워크들을 통해 송달한다.
이는 IP 어드레스의 빈번한 변화, 투하 접속들, 네트워크초기의 메시지 차단, 및 무선 공급 회선쟁탈 따위의 보편적인 무선
대화 서비스을 제공하기에 수반되는 많은 도전들을 극복한다. 그 기술들은 이어받은 전화와 통합하고, VoIP 전화통신 호
출을 시작하고, 지령들을 불러내고, 각종 코덱스를 가로질러 음성을 발견하여 처리하고, 복수의 회화 스레드의 내의 언어
송달을 관리하며, 송달 수령들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방법들을 또한 기술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장치들과 방법들은 대
화 환경들에 있어서 언어토대의 방법들의 사용을 조절한다. 게다가, 그들은 다중모델 대화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하는 기계
토대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들과 장치들을 기술한다.

본 발명의 타의 장치들, 방법들, 특징들, 및 장점들은 하기의 도면과 상세한 설명의 검토에 있어 기술에 숙려한 이에게 명
료하거나 명료해질 것이다. 상기 부가의 장치들, 방법들, 특징들, 및 장점들은 이 설명 내에,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게 되
며, 첨부의 청구범위에 의해 보호되게 할 작정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중의 구성요소들은 척도가 반듯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발명의 원리를 예시함에 있어 대신 배치됨을 강조한다. 도면에
있어서, 같은 참조번호는 상이한 도면을 통하여 상응하는 부품을 가리킨다.

도 1은 대화 장치에 사용가능한 무선 이동 단말기의 약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팀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의 장치에 포함된 무선 통신 대화 구성요소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2의 장치에 사용가능한 발송 본문 메시지의 약도이다.

도 5는, 도 2의 장치에 사용가능한 도착 본문 메시지의 약도이다.

도 6은, 도 2의 장치에 사용가능한 동료(buddy) 리스트 갱신 메시지의 약도이다.

도 7은, 도 2에 보인 존재 매니저에 함유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표이다.

도 8은, 도 2에 보인 익명 매니저에 함유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표이다.

도 9는 알파벳 순의 전형적 익명 리스트를 제공하는,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를 보이고 있다.

도 10은 그룹 순의 전형적 익명 리스트를 제공하는,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를 보이고 있다.

도 11은 대화력 표시장치의 약도이다.

도 12는 언어가 기록되는 경우 대화력 표시를 위한 타이틀 바의 약도이다.

공개특허 10-2005-0042135

- 2 -



도 13은 전형적 단일 통신 메시지의 상세 표시장치의 약도이다.

도 14는 원문 메시지 편집자의 약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더한 실시양태에 따른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들에 연장돼 있는 무선 통신 시스팀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도 1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더 충분히 설명될 수도 있다. 도 1은, 핸드폰이나 무선 능력의 개인 디지털 어시스
턴트(PDA) 따위의 어떤 무선 통신 장치를 함유하는 무선 이동 단말기(100)를 예시한다. 도 1에 보인 이동 단말기(100)의
구성은 본보기일 뿐이며,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들 및 단말기 구성들임이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100)는 가청의 수신 언어 따위의, 신호들이 되게 하는 스피커(103); 가시의 원문과 그래프 요소들이 되게 하
는 표시장치(102); 스크린에 표시된 리스트나 메뉴를 사용자가 조정하게 하는 항해 록커(105); 프로그램가능 버튼들(또는
"소프트키들")(104); 사용자가 디지트들, 문자들, 및 타의 심벌들(예를 들어, 천공)을 입력하게 하는 키패드(106); 사용자
의 언어 따위 음향을 붙잡는 마이크로폰(107); 사용자가 음향의 기록과 전송을 시작하게 하는 푸시-투-토크 버튼(101)을
함유한다. 이들 및 이동 단말기의 타의 구성요소들(도시하지 않음)은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어 여기서 더 상세하게 설명
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스타일과 예들이 있어 도 1에 기술된 구성요소들의 대신에(또는 그에 관련
하여) 사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푸시-투-토크 버튼(101)은 생략될 수도 있어 음성 자동 발견 기구로 대체될 수도 있
다. 접촉 스크린들과 핸드 라이팅 식별 기술들은 소프트키들(104), 운항 록커(105) 및 키패드(106)에 대한 필요를 대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 점에 관해서 한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반드시 가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대화 기능성을 충족할 필
요가 있는 단말기의 추가의 구성요소들은 도 3을 참조하여 더 설명된다. 무선 이동 단말기에 유효한 입력 장치들(예를 들
어, 키패드, 소프트키 등)은 무선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해 채용될 수도 있어 대화 소프트웨어의 세션을 사작하게 되
며, 대화 소프트웨어의 작동 내에서, 아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일 이상의 대화 회화들(스레드들)을 시작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을 함유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전체 시스팀 체계를 예시하고
있다. 단말기들(100)은 상응하는 무선 캐리어의 인프라스트럭쳐(202)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달함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와 통신한다.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무선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들(202)은 단말기
들(100)과의 무선 통신을 지지함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함유한다.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미국의 Verizon 또는 Sprint,
또는 유럽의 Orange 따위)은 상기의 인프라스트럭쳐들을 수립하여 유지한다. 데이터 패킷들은 통신 네트워크(203)에 송
신되어 그들을 서버 콤플렉스(204)에 전송한다. 패킷토대의 네트워크인, 통신 네트워크(203)는 인터넷(Intrnet) 또는 세계
적 웨브(World Wide Web) 따위의 공공 네트워크, 단체 인터넷 따위의 사설 네트워크, 또는 공공 및 사설 네트워크 오소들
의 약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아래에 설명된 기능성을 충족하게 프로그램되는 복수의
네트워크의 서버 컴퓨터들을 바람직하게 함유한다. 사용되는 서버들의 특정한 수 및 안에서 그들이 상호와 통신하는 방법
은 설계 선택의 문제이다. 서버 컴퓨터들과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그램짜는 기술은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서버 콤플렉스(204)가 일 이상의 단말기들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서버 콤플렉스(204)는 그의 데이터를, 차례로, 그 데이터
를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들(202)의 적어도 하나에 전송하는, 네트워크(203)에 송신한다. 각 관련된 캐리어 인프라스트럭
쳐(202)는 다음 그 데이터를 일 이상의 그의 상응하는 이동 단말기들(100)에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복수의 사용자들이 함
께 대화하는(즉, 하나의 단말기 100으로부터 타에게로 대화 메시지들을 보내는) 경우 원문, 언어, 및/또는 그래픽 메시지
들(또는 그들의 어떤 조합)을 함유하는 데이터가 서버 콤플렉스(204)에 송신된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다음 메시지의
카피들을 하나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시작 또는 송신 단말기을 바람직하게 포함하는, 목표의 단말기들(100)에 송신한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무선 캐리어의 인프라스트럭쳐(202) 내측에 배치될 수 있으며 또는 직접 단말기 대 단말기 전송이
지지되는 경우에 배제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대화 메시지 기능성은 이동 단말기들에 의해 지지
된다. 게다다, 본 발명은 단일 무선 캐리어의 영역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시스팀들 뿐 아니라, 패킷 데이터 토대의 시스팀들
과는 다른 유익한 시스팀들이 될 것이다.

우선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캐리어의 영역밖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의 무선 캐리어와 연합될 수 있는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을 서비스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 설명된 장치들은 무선 작동
자들에게 관계가 없다. 그들은 작동자 무선 네트워크 내에 배치될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무선 작동자의 네트워크는 (공공 네트워크 203와관련하여) 이동 단말기(100)와 서버 콤플렉스(204) 사이의 통신 파이
프로서 작용한다. 바람직하게, 인터넷 프로토콜(IP), 송달 제어 프로토콜(TC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및 하
이퍼텍스트 이전 프로토콜(HTTP) 따위 전세계 웨브 프로토콜들과 같은 표준 패킷 데이터 이전 프로토콜들은 데이터 메시
지들을 이동 단말기(100)와 서버 콤플렉스(204) 사이에서 전 후로 전달하며 송달하는 데 사용된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각종 이전 프로토콜들 사이에서 통용구로서 작동한다. 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의 각각은 적당한 이전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에의 접속을 확립한다. 메시지들은 이동 단말기(100)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 콤플렉스(204)로 흘러 들어간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메시지의 내용을 복사하고 그것을 타의 기도된 수령인 이동
단말기들(100)에게 목표의 이동 단말기들(100)의 각각에 적당한 적절 이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방송한다.

도 3은 그룹 언어와 원문 대화 메시지들을 교환하는 데 사용된 단말기들(100)과 서버 콤플렉스(204) 양자에 설립하는 구
성요소들을 더 상세히 예시한다. 단말기(100)의 구성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면, 기계 독해가능하고 (전형적으로 소프트웨
어, 코드, 또는 프로그램으로 칭한)실행가능한 지시들은 응용 기억장치(또는 메모리)(310)에 기억되며 중앙 처리장치
(CPU)(211) 상에서 실행(또는 운행)된다. 여기에 기술된 모든 기억장치들은,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소명성(예를
들어,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나 지구성(예를 들어,독취전용 메모리)기억장치의 어떤 조합을 함유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PU(211)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 부프로세서, 그의 유사 장치들 또는 조합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기지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는 표시장치(102)를 조종할 수 있어, 마이크로폰
(107)으로부터의 언어를 붙잡을 수 있고, I/O 컨트롤러(312)를 이용하여 키패드(106), 내비게이션 록커(105), 소프트 키
들(104) 및/또는 푸시-투-토크 버튼(101)으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붙잡을 수가 있다. 서버 콤플렉스(204)로부터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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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도착 대화 메시지들 뿐 아니라, 서버 콤플렉스(204)에 송신된 발송 대화 메시지들은 단말기와 데이터 네트워크 간의
접속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6)를 통과한다. 단말기(100)가 무선 장치를 함유하는 곳에는,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306)는 무선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서버 콤플렉스(204)와 통신함에 필요한 전체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함유한다. 바람
직하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버 콤플렉스(204)에 송신된 언어는 소프트웨어에 충족될 수도 있는 음성 코덱(307)
을 이용하여 우선 암호화되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이 조합을 이용하여 바람직하게 충족된다. 유사하게, 서
버 콤플렉스(204)로부터의 음성은, 필요한 경우, 음성 코덱(307)을 이용하여 그 것이스피커(103)에 송신되기 전에 암호가
해독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시들(개회들)간에 존속하지는 않는 작업 데이터를 절약하는 데, 임시 기억
장치(309)를 이용한다. 다른 한편, 소프트웨어는 다중 소프트웨어 개회들을 걸칠 수 있는 장기간의 시간동안 데이터를 존
속하게 영구 기억장치(305)를 이용한다.

서버 콤플렉스(204)의 구성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면, 암호화 언어와 원문 메시지들을 함유하는 데이터 교통(예를 들어, 발
송 대화 메시지들 400; 도 4 참조)은 바람직하게 루터(router: 301)를 경유하여 서버 콤플렉스(204)로 흘러 들어간다. 루
터(301), 존재 매니저(302), 메시지 방송장치(303) 및 익명 매니저(304)는 일 이상의 서버 컴퓨터들 또 서버 콤플렉스
(204) 내에 존재하는 그종류의 같은 것에 충족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루터(301)는, 복수의 필요한 도착 대화 메
시지 카피들(예를 들어, 도착 대화 메시지들 500; 도 5 참조) 및 그들의 행선들을 결정하는 메시지 방송장치(303)에 향해
발송 대화 메시지(400)를 조종한다. 본 개시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용어 도착은 일 이상의 이동 단말기들에 보낸 메시지들
에 관련하는데 반하여 용어 발송은 이동 단말기들에 의해 송신된 메시지들에 관련한다.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들어오는
메시지(400)를 분해시키어 수령인 식벽명들(402)의 리스트에 위치시킨다. 그것은 다음 수령인의 현 상태(702)(즉, 수령인
이 특정 형식의 메시지, 어어, 및/또는 원문 메시지 만 등등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지시기)와 단말기의 어드레스
(703)을 수립하기 위하여 존재 매니저(302)를 필요한다. 도 7은 존재 매니저(303) 내에 함유된 복수의 존재 데이터 기록
들(700)을 가진 표를 예시한다. 각 존재 기록(700)은 사용자의 식별명(701), 현 상태(702), 현 단말기 어드레스(703)(안다
면), 공공 익명(704)과 공공 단명(705) 따위의, 공공 표시장치 식별명 및 기록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존재 정보에 기명하는
복수의 타의 사용자 식별명들(706)을 함유한다. 공공 표시장치 식별명들이나 공공 익명 세트(704-705)는 수신자(즉, 수
신하는 사용자)없이 단말기(100)에 송신된 도착 대화 메시지들(500)에 사용되어 사설 표시장치 식별명들이나 사설 익명
세트(802-803)로 공공 익명 세트(704-705)를 거절한다. 존재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 존재 매니저(302)는 상응하는 존재
기록(700)의 기명자 식별명 분야(706)에 리스트된 모든 기명자들에게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를 송신한다. 존재 기
록들(700)은 타의 정보를 함유할 수도 있으며 어드레스를 전송하고, 여러가지 상황, 각종 상태에 대한 그래프 표시, 프로필
들(즉, 각종 시간들이나 수신자 등등에 의존함에 사용될 수 있는 복수의 상이한 밸류 세트들) 및 기타에서 할 것을 묘사하
는 룰들을 처리하는 것 따위에 돌린다.

도 3에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서버 콤플렉스(204)는 고유식별 및 대화 통신 메시지들의 확실성을 보증하여 그들의 내용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하는 인증 및암호화 서버들 따위의 타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언어 대 원문 및 원문 대 언어 번역기들, 자연 언어 번역기들, 음성 트랜스코더들, 및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타의 유사 변형
통용구들, 그의 내용들, 그리고 수신기에 의해 더 의미있고 유용한 포맷에의 어떤 부착물(예를 들어, 링톤들, 이미지들 등
등)과 같은 복수의 타의 구성요소들을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타의 구성요소들을 실행하는 기술들은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우선의 실시양태에서, 복수의 무선 조작자들의 각각은 이동통신의,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PRS)를 위한 세계적 장치
(GSM)와 코드디비전 다중 액세스(CDMA)의 단일 캐리어 무선 전송 기술(1×RTT) 따위의, 무선 캐리어 네트워크(202)에
상이한 무선 데이터 기술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여기에 개시된 장치들은 사용된 데이터 무선 기술에 좌우되지 않
는다.

우선의 실시양태에서, 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에 이용된 음성 코덱(307)은 단말기들의 원산이다. 이동 단말기(100)의
원산인 음성 코덱(307)은 단말기의 처리 방법 및 사용되는 무선 기술들 양자를 위해 최대한으로 활용된다. 기초가 되는 무
선 기술에서 독립하게 그 장치를 정렬하기 위해, 장치는 상업적으로 구득가능한 매체식 통용구들(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한
다. 매체 통용구들은 언어 샘플들을 하나의 암화화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 트랜스코드한다. 작동에 있어서, 메시지 방송창
치(303)는 도래 메시지에 이용되는 형식의 부호를 수립한다. 그것은 복수의 목표 이동 단말기들(100)의 각각에 요구되는
형식의 부호를 결정한다. 메시지의 각 카피를 위하여,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목표 수령인의 적당한 코드 구성에 언어를
트랜스코드함에 적어도 하나의 매체 통용구를 사용한다. 매체 통용구에의 인터페이스 접속은 물론, 착신 메시지에 의해 이
용되거나 목표 단말기들에 의해 요구되는 부호의 형식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들은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매체 통용구
가 전환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들의 예외 처리는 장치에 의해 또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시지는 송신기에 도로 보
내기도 하여 장치가 요구되는 트랜스코딩 기술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수령인에게 메시지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송신기에 알린다.

게다가, 장치는 트랜스코딩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같은 부호를
필요로 하는 이동 단말기들(100)를 목표로하는 모든 메시지들에 대하여 같은 트랜스코딩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메시지가 목표에 달리 송달될 수 없음을 그것이 간파하면 언어를 트랜스코딩하기를 기피할 수
있다. 타의 활용 기술들도 또한 채용될 수 있다.

우선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은 그룹지어져 복수의 대화 서버 콤플렉스들(204) 중에 분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서버 콤를렉스(204)는 같은 언어 부호를 필요로 하는 동종의 이동 단말기들(100)의 세트를 편리
하게 한다. 다중의 서버 콤플렉스들(204)은 같은 부호를 이용한다. 메시지가 대화 서버 콤플렉스들(204)의 하나의 메지시
방송장치(303)에 도달하는 경우, 그 방송장치는 메시지의 기도된 수령인의 부분집합과의 접속을 관리하는 또 다른 서버
콤플렉스(204)에 메시지의 적어도 하나의 카피를 전송한다. 전송된 메시지는 둘의 서버 콤플렉스(204) 간의 노선의 매체
통용구에 의해 트랜스코드된다. 장치는 언어 샘플을 각종 서버 콤플렉스(204) 간에 전송하는 공통 부호를 사용하여 이롭
다. 특히, 서버 콤플렉스(204)에 의해 수신되는 메시지는, 그 것이 복수의 타의 목표 서버 콤플렉스들(204)에 전송되기 전
에 공통부호로 트랜스코드된다(이 경우 단지 하나의 부호가 요구된다). 목표 서버 콤를렉스(204)의 복수의 각각에의 메시
지 도착에 있어, 그 메시지는 목표 이동 단말기(100)에 적당한 부호로 변환된다. 말단 서버 콤플렉스에는 콤플렉스에 의해
봉사되는 모든 단말기들이 같은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호만이 소용된다. 서버 콤플렉스(204) 외측에 전송되지
않는 메시지들은 콤플렉스에 의해 봉사되는 모든 이동 단말기들이 같은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코딩이 필요없다.
이 배열에 있어서, 단순한 매체 통용구들은 공통부호와 콤플렉스(204)에 의해 봉사되는 이동 단말기들(100)에 의해 사용
되는 부호 사이에 내용을 트랜스코드하기 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콤플렉스들(204) 사이에 전개될 수도 있다. 또한, 유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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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랜스코딩의 형식의 발견은 메시지 즉, 이동 단말기들의 구조와 분배의 경로에 있어 고유하여 그 자신의 어떤 부호 정
보에 기초하는 실제 해상은 필요치 않다. 그것은 이동 단말기의 목표 어드레스 만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메시지들을 송달
하여 보내는 모든 경우에 해결된다. 예를 들어, 다중 서버 콤플렉스들(204)을 사용하는 대신, 단일 서버 콤플렉스(204)는
분배된 서버 콤플렉스들(204)과 같은 정신으로 복수의 메시지 방송장치들(303)이 사용되는 곳에서 세분될 수 있다. 본 발
명은 어떤 특정 배열의 서버 콤플렉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체 배열들이 서버 콤플렉스들을 위해 채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익명 매니저(304)가 서버 콤플렉스(204)에 존재하며 공공 익명들과 단명들을 거절하게 도착 대화 메시지
(500)의 수신자에 의해 사용되는 익명 세트들(802-803)의 리스트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익명들과 단명들은 그들의
길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일이다. 익명들은 (어쩌면 설계선택의 문제로서 제한되는) 임의의 길이일수도 있
음에 반하여, 단명들은 바람직하게 길이나 사이즈에 고정된다. 게다가, 익명들과 단명들은 대화 메시지들의 원조들을 확인
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장치 식별명들의 예들이다. 상기 표시장치 식별명들은 특정 사용자들(예를 들어, 첨부의 도면에서
참조번호들 701, 403, 및 604를 가지는 식별명들)을 확인하는 데 장치에 의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식별명들과 구별된다.
단명들은 포맷이나 형식에 있어 익명들과 다를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장치는 익명들을 위한 원문 형식들
을 이용하는 한편 치수를 치밀하게 하여 고정되는 도형, 심볼 또는 타의 적당한 형태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장치는 글의
전후관계, 이용자 편애, 제공 주제들 및 개성들에 기초하여 도형들 심볼들을 변경할 수도 있다.

도 8은 익명 매니저(304) 내에 함유된 익명 기록(800)을 예시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각 익명 기록은 수신 이용자의 식별
명(701), 동료의 식별명(801)(즉, 수신 이용자가 동료의 공공 익명 세트 704-705를 모든 도착 메시기들 500 상의 수신자
의 사설 익명 세트 802-803과 대체하게 메시지 방송장치 303을 바라는 대화 동료의 식별명) 및 사설 익명(802)과 사설 단
명(803)을 함유한다. 존재 기록들(70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명 기록들(800)은 전송 어드레스, 처리 규칙들, 각종 상태
를 위한 그래프 표시, 프로필들(즉, 여러번 사용될 수 있는 상이한 분야 값들 등) 등등 따위의 타의 정보와 속성들을 함유할
수도 있다. 수신 이용자의 식별명(701)에 의해 지정된 수령인에 목표된 메시지 수신에 있어서, 익명 매니저(304)는 동료
식별명(801)(즉, 메시지의 전송을 개시한 대화 관련자의 식별)을 결정한다. 동료 식별명(801)에 기초하여, 익명 매니저
(304)는 목표의 수령인에 상응하는 익명 기록들을 조사한다. 동료 식별명이 폭표의 수령인의 익명 기록들에 발견되지 않
으면, 메시지는 송신자의 공공 익명과 공공 단명으로 도착 메시지에 있어서 처럼 목표의 수령인에게 송신된다. 이 경우, 송
신자의 공공 익명 및/또는 단명은 그후 목표의 수령인의 이동 단말기 표시장치에 표시되게 된다. 동료 식별명이 목표의 수
령인의 익명 기록들이 위치되어 있으면, 익명 매니저는 동료의 식별명과 연합된 사설 익명과 사설 단명을 결정하여 목표의
수령인에게 송신된 후속의 도착 메시지에 있어서 공공 익명를 사설 익명과 공공 단명을 사설 단명과 대체함으로써, 사설
익명 및/또는 사설 단명이 수신인의 이동 단말기 표시징치 상에 표시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즉 수신인들)이 그
들의 단말기들 상에 어떻게 대화력들이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제어를 가진다. 사설 표시장치 식별명들을 결
정하여 그들을 공공 표시장치 식별명으로 대체하는 공정은, 필요 익명 기록들이 이동 단말기들 상에 기억된다고 추정하는
이동 단말기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도 4는 단말기(100)가 메시지 방송장치(303)에 보내는 발송 대화 메시지(400)를 예시하고 있다. 발송 대화 메시지(400)는
메시지 형식(401)(예를 들어, 문서, 언어 등등), 다수의 기도의 수령인들(402), 복수의 수령인 식별명들(403), 스레드 식별
명(404), 메시지 길이(405), 메시지 내용(406), 및 다수의 부속물(407)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직하게, 이동 단말기(100)
는 고객 식별명 및 스레드 연속 번호를 가진 회의 식별명을 집합함에 의해 스레드 식별명(404)을 발생시킨다. 스레드 연속
번호는 세션이 개시되는 매번 0으로부터 시작하는 단말기측 수이다. 고객은 매번 1까지 스레드 연속 수를 증가하고 단말
기(100)는 새로운 스레드를 발생시킨다. 도 4에 예시되지는 않았으나, 페이로드(payload)는 메시지 부호화 형식들 및 타
의 부속물들(예를 들어, 아이콘들, 링톤들 등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타의 요소들은 연속 수들, 타임 스탬프들, 또는 그 종
류의 같은 것 따위의, 발송 대화 메시지에 부가될 수 있다.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발송 메시지(400)를 수신함에 있어, 송신자의 식별명(즉, 수령인 식별명 리스트 403에 있어서의
제 1의 수령인 식별명)과 복수의 타의 수령인 식별명들(즉, 송신자의 식별명과 다른 식별명 리스트 403에 있어서의 수령인
식별명들)을 함유하는 목표 수령인들의 리스트를 우선 편집한다. 각 목표에 대하여,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목표의 식별
명을 정합 식별명(701)을 가진 존재 기록(700)에 위치시킴에 의해 목표의 상태(702)를 결정한다. 각 입수가능의 목표(즉,
존재 기록이 수령인이 메지시 형식 401을 수신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곳)에 대하여, 방송 매니저(303)는 도착 대화 매니저
(500)를 정돈한다. 메시지 방송장치(304)는 타의 수령인들(즉, 수신기의 식별명 없이 목표들의 원래 리스트를 함유하는 식
별명들)에 대한 수신자의 국지 익명 세트(802-803)를 발견하기 위하여 익명 매니저(304)를 필요로 한다. 정보가 발견되
지 않으면(즉, 수신자가 특정 수령인을 위한 익명 기록 800을 구성하지 않으면), 메시지 방송장치(304)는 수령인의 공공
익명 정보(704-707)를 위한 존재 매니저(302)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존재 매니저(302)로부터 수신자
의 에드레스(703)를 추출하여 도착 메시지(500)를 루터(301)를 경유하여 수신자의 단말기(100)에 송신한다. 기술분야의
통상 숙련한 이들은 공통 압착을 이용하여 부호화 기술들이 채용될 수도 있는 등 메시들의 창출과 방송을 활용하는 수단과
연속 번호들, 타임스탬프들 등등의 도착 대화 메시지(500)에 타의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의심없이 인정할 것이다.

도 5는 서버 콤플렉스(204)에 의해 단말기(100)에 보내지는 도착 메시지(500)를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착 메시
지(500)는 대개 단말기(100)로부터 서버 콤플렉스(204)로 보내진 발송 대화 메시지(400)의 카피이다. 도착 메시지(500)
는 바람직하게 본래의 발송 메시지(400)와 단말기(100)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용자들의 정의(즉 수신인의 동료 리
스트에 이미 알려지지 않은)를 함유한다. 새로운 이용자 정의는 새로운 정의들(501)의 수를 함유하며, 복수의 개별 정의들
은 수령인의 인정(502), 성명(503), 공공 익명(504), 및 공공 단명(505)를 함유한다. 어떤 경우에는, 원래의 발송 메시지가
수신 단말기(100)에 의해 이해되게 당연히 변형된다. 서버 콤프렉스(204)는 세션 중에 한번 새로운 사용자 정의를 포함하
게 단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 또한 유의할 일이다. 그 사용자 정의는 단말기(100)의 임시 기억장치(309)에 배치된다.
이는 보다 적은 무선 데이터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타의 부속물들이 타임 스탬프들, 연속 수들 및 등등과 겉은 그런것들을
포함하는 도착 대화 메시지(500)에 배치될 수 있다. 익명의 확인들과 실제상이나 그룹 확인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음에 또
한 유의바란다.

관계자의 존재 상태(702)가 변화하는 경우,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관계자의 존재상태(702)에 기명승낙된 타의 이용자
들에게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을 보낸다. 도 6은 서버 콤플렉스(204)로부터 이동 단말기(100)에 보낸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를 예시한다. 메시지(600)는 리스트 형식(601)(즉, 문자와 숫자를 더 처리하는 리스트, 그룹 리스트, 등
등), 메시지(602)에 확인된 그룹의 수, 적어도 하나의 그룹 정의(603-604), 비그룹의 개별들(605-606), 및 복수의 이용자
정의들(502-505, 607)을 함유한다. 수령인 상태 분야(607)가 존재 상태(702)의 값을 가리키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그
룹 정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룹명(603)과 복수의 수령인 식별명들(604)을 함유한다. 수령인의 식별명은 복수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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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들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거기는 하나의 정의(502-505, 607)만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바람직하게,
이용자의 식별명들(604)의 리스트의 각 식별명을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이용자 정의(502-505, 607)가 그 수령인을 위해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에 있다. 비그룹의 개별들의 리스트는 특별한 무명 그룹이다. 그것은 비그룹의 개체들(605)
의 수와 수령인 식별명들 (606)의 리스트를 함유한다. 바람직하게, 비그룹의 정의의 사영인 식별명들은 타의 그룹들로는
될 수 없다. 기록들(600)은 타의 분야들의 부속물들 및 표시 아이콘들, 오디콘들, 또는 그와 같는 다른 것 따위의 정보를 함
유할 수 있다. 게다가, 오히려 증대의 갱신들 대신 사용될 수 있는, 그룹들과 개체들의 전체 리스트를 당연히 내포하지는
않는다.

존재 매니저(302)는 단말기(100)으로부터의 새로운 요청을 수신함에 있어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을 단말기(100)
에 보낼 수도 있다. 기술분야에 통상 숙련한 이들은 내용들을 부호화하여, 전치 리스트 대신에 증대 갱신들의 형태에 최고
로 활용함은 물론 동료 리스트 갱신들(예를 들어, 시초 접속)을 보내는 타의 이유들을 알 것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 메시지 방송장치(303) 및 익명 매니저(304)의 기능성의 부품들(또는 모두)은 단말기(100)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단말기(100)는 그것이 존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서버 콤플렉스(204)와 통신한다. 대화 통신
메시지들은 하나의 단말기(100)로부터 점 대 점 모양의 복수의 타의 단말기(100)로 방송된다.

도 9는 알파벳순으로 기억된 그의 기입들을 가진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우선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스크
린(102)은 셋의 구역으로 분할돼 있다. 절정의 구역에는, 원문과 도표 심볼들(즉, 아이콘들)의 하나의 라인의 표시장치를
허용하는 타이틀 바 구역(901)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 구역(901)을 이용하여 현 임무에 대한 이용자 통지들과 타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동료리스트 표시장치의 경우에 있어서, 타이틀 바(901)는 이용자의 자신의 존재 표시기(904), 이용
자의 자신의 공공 익명(704)과, 이따금, 도착 대화 메시지 표시기(905)를 함유한다. 바람직하게, 존재 표시기(904)는 의지
하는 출현과 존재 상태(702)로 변하는 아이콘이다(즉, 각종 상태 값들과 연합된 상이하여 구별가능한 특징이 있다). 바람
직하게, 도착 대화 메시지 지시기(905)는 아이콘이 먼저 표시돼 있는 경우 가청음에 수반되는 이이콘이다. 조합된, 가시 및
가청의 통지는 사용자에게 단말기(100)에 도착하여 있는적어도 하나의 들리지 않는 및/또는 읽혀지지 않는 도착 대화 메
시지(500)가 있다고 지시한다. 이용자의 익명이 타이틀 바로 너무 길면, 소프트웨어는 그 타이틀 바를 순차직으로 움직이
어 신속 액세스를 위한 고정위치에 도착 대화 메시지 지시기(905) 만을 남긴다. 그러한 표시장치 기술들의 오늘의 분야에
는 많은 유사 예들이 있어, 그의 어느 것이나 본 발명과의 사용에 편입되어도 좋다.

표시장치의 중심 지역에는 내용 지역이 있다.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는 바람직하게 다중선
택의 리스트를 내용 지역(903)에 배치하고, 그 리스트는 동료 리스트 갱신 메시지(600)에 서버 콤플렉스(204)로부터 단말
기(100)에 의해 수신되어 임시 기억장치(309)에 저장된 동료를 각각 표시하는 복수의 기입들을 가진다. 리스트 기입들은
눈에 띄게하고 진행시키기는 기술분야의 통상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행된다. 리스트의 각 기입은 이용자가 채팅을(즉, 대화
통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특정 동료를 선택하였는지, 동료의 존재 지시기(911), 동료의 익명(802나 704), 및/또는 동
료의 단명 지시기(907)를 선택하였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지시기(906)를 함유한다. 원문보다는 심볼들이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단명 정보(705 또는 803)에 대한 단명 지시기(907)로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아이
콘들 또는 다의 도표 요소들은 그들이 충분히 동료들을 서로에 대하여 상이하게 하는 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표
와 원문의 조합은 충분한 스크린 공간이 가능하면 사용될 수 있다.

스크린(102)의 밑은 소프트키 라벨 지역(202)이다. 바람직하게, 최소의 두라벨들(909-910)이다. 라벨들의 수는 단말기
(100)에 가능한 소프트키들의 실제의 수에 좌우된다. 예시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좌의 수프트키 라벨(910)은 "선택"임에
비하여 우의 소프트키 라벨(909)은 동료 리스트에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기입이 있으면 "기록"이다. 달리, 우의 소프트키
라벨은 "대화"로 라벨된다. 만약 이용자가 좌의 소프트키를 단일 클릭(앞으로 이를 "단일 클리킹"이라 칭한다)으로 활동시
키면, 눈에 띈 기입(908)이 선택되며(또는 이미 선택되었으면 해제된다) 따라서 그의 선택 지시기(906)는 새로운 상태 반
영하게 변화시킨다. 만약 이용자가 좌의 소프트키를 눌러 보지하면(앞으로를 "단일 클리킹"이라 칭한다), 소프트웨어는 이
용자에게 전체 리스트를 해제하거나 선택하고; 타의 표시장치(예를 들어, 도 11에 설명된 대화력 표시장치, 도 10에 설명
된 그룹순의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에 전환하고; 동료의 상세들(예를 들어, 성명, 공공 익명 세트 704, 705 등등)을 요청하
고; 익명 세트(802-803)를 변화시키고; 필드들(예를 들어, 단명 지시기 907)을 보이거나 감추는 등등의 선택권 따위 복수
의 선택권들을 제공한다. 다시 한번, 상기 기능성을 프로그램하여 그 것을 단일 클리킹 및/또는 크릭보지와 연합하는 기술
들은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소프트키 라벨을 제공하도록 원문 스트링의 이용이 전형적이며 본 발명의 정신이나 의도
를 붙잡게 단지 의도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타의 형식들의 라벨들로 도표 심볼들 및 같은 것 따위에,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동료들이 선택되지 않으면, 우의 소프트키 라벨은 "대화"이다. 이 전후 관계의 우의 소프트키를 단일 클리킹 또는 클
릭 보지는 이용자를 도 11을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된 대화력 표시장치에 전환한다. 만약 이용자가 푸시-투-토크 버튼
(101)(앞으로를 푸시즈-투-토크라 칭한다)을 누르면, 가청 지시기는 동료들이 먼저 선택되어야 하는 이용자에게 생각나
게 한다. 만약 적어도 하나의 동료가 선택되면, 우의 소프트키를 단일 클리킹하거나 것은 선택된 동료들에게 새로운 스레
드를 위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 경우의 표시장치는 도 14를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된 본문 메시지 편집 표시
장치에 전환한다. 만약 이용자가 푸시-투-토크를 누르면, 그 표시장치는 대화력에 전환하여, 이용자는 언어 메시지를 기
록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택의 동료들과 새로운 스레드를 시작한다.

도 10은 그룹에 의해 저장된 그의 기입들을 가진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우선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그룹
기입들과 그들의 구성 동료들은 우선 리스트되어 비그룹의 동료들의 리스트에 의해 추종된다. 개별 기입들은 우선의 결각
(즉, 멤버십을 그룹에 지시하는 주석)에의 면제를 가진 알파벳 순의 리스트에 표시된 것들과 동일하다. 그룹 기입들은 그룹
명(1005)과 바로 선택된 및 비선택된 상태들을 더 지시할 수 있는 그룹 선택 지시기를 제외하는 개별 선택 지시기(906)와
유사한 그룹 선택 지시기(1001)를 함유하여; 그 것은 부분 선택을 또한 지시할 수 있다. 도 10에 예시된 예들을 참조하면,
그룹들(3과 4) 따위 고체 4각형들(그룹 선택 지시기들)이 완전히 서택돼 있다. 그룹(5)은 부분 선택을 지시하는 빈 4각형
이다. 선택된 그의 멤버들의 어느 것도 없는 그룹이면 그룹 레벨 (또는 개별 동료 레벨) 상에는 지시기가 전혀 없다. 그룹을
선택하려면, 이용자는 모든 멤버들을 하나씩 선택하거나 그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룹을 부분적으로 선택하려면, 이
용자는 그룹을 선택한 다음 하나 이상의 멤버를 해제함에 의하여 시작할 수 있다. 대신, 이용자는 비선택 그룹으로 시작하
여 일 이상의 멤버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룹 기입이 붕괴될 수 있다(즉, 그룹의 멤버들이 표시장치로부터 진압된다). 그 경
우에는, 기입이 붕괴 지시기(1002)로 주석된다. 이용자가 시간의 길이 동안 붕괴 그룹이 눈에 띄면, 그 그룹은 자동적으로
팽창하여 그 멤버들을 보이게 된다. 이용자가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룹 표시장치 스타일은 그의 붕괴 상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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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아간다. 만약 이용자가 그룹 기입을 선택하거나 해제하면, 그룹의 모든 멤버들은 자동적으로 선택되거나 해제된다.
소프트키 라벨들(1003-1004)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것들과 행실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룹 기입이 눈에 띄거나(또는
그룹 내의 개체가 눈에 띄이는) 경우 클릭홀딩은 이용자에게 그룹을 관리함에, 그룹을 개명하고; 그룹 또는 그의 멤버를 이
동시키고; 새로운 그룹이나 개체를 추가하고, 그룹을 파괴하거나 팽창시키고; 모든 그룹들을 파괴하거나 팽창시키는 등등
과 같은 추가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우선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비록 다중의 레벨들이 마련될 수 있다해도 단지 하나의 레
벨의 그루핑이 허용된다(즉, 겹끼운 그룹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바람직하게, 장치가 수령인 이용자들이나 그룹들에 결합되는 존재 프로필들을 지지하고, 다음 이용자가 복수의 동료 기입
들(908)을 눈에 띄는 때의 곳에는, 타이들 바(901)의 이용자의 존재 지시기(904)와 익명(704)은 그 특정 동료(또는 동료
들의 그룹)의 정보를 지시하도록 변하게 된다. 또한, 눈에 띄인 기입(908)의 정보가 너무 길면, 소프트웨어는 그 정보를 순
차적으로 움직여, 그것을 확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기술에 공통하는 타의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

리스트들을(데이터, 이벤트들, 등등에 의해) 순서로 하여 타의 주석들이 기입들에 추가될 수 있는 타의 수단들이 있다는 것
이 이해된다. 예를 들어, 개체나 그룹으로 부터 입수가능한 메시지들이 읽혀지지 않고/들리지 않는 지시기가 사용되어도
좋다.

도 11은 대화력 표시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표시장치의 내용 구역(903)은 단말기(100)에 의해 수신된 도착 대화 메시지들
(500)을 나타내는 복수의 기입들과 단말기(100)에 의해 전송된 발송 대화 메시지들(400)을 나타내는 복수의 기입들을 함
유하는 단일 선택 리스트이다. 발송 대화 메시지들은 바람직하게 도착 메시지의 형태로 완전히 또는 부분으로(예를 들어,
언어 메시지들은 송신된 실제 언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신자에게 도로 반향된다. 즉, 발송 대화 메시지들은 목표
의 수령인(들)에게의 전송을 위하여 서버 콤플렉스로 간다. 목표의 수령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더하여, 메시지
방송장치는 발송 메시지의 카피를 전송 단말기에(즉, 송신자에게) 도착 메시지 처럼 발신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말기에 전
송하는 메시지(도착 메시지)의 카피는 송신된 메시지(발송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우선하는
실시양태에 있어서, 발송 음성 메시지의 언어 내용은 전송 단말기에 도로 카피되지 않고; 음성 메시지의 원문 부분만이 도
착 메시지로서 도로 보내진다. 현재 우선하는 실시양태에 있어서, 총칭적인 특성 스트링이나 심볼 만의 메시지가 음성 메
시지였다고 지시하는 데 사용될지라도 음성 메시지들은 그들에 첨부된 원문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물론, 언어-
대-원문 회화가 가능하면, 메시지의 실제 언어 내용은 원문에 변환되어 전송 단말기에 도로 카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송 메시지의 출현은 스크린에 표시되는 기입을 초래한다. 대체 실시양태에 있어서, 도착 메시지를 경유하여 전송 단말기
에 도로 보내진 발송 메시지의 원문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전송 단말기가 원문을 표시장치에 직접 국부적으로 반향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선 자원들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채팅의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공통의 문제는 성공적인 송달의 표시이다. 송달의 통지를 주는 우선의 접근은 발송 메시지
(400)를 송신자의 이동 장체에 (반향 도착 메시지 500로서) 도로 보내어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의 메시지 방송장치
(303)에 메시지를 확실히 송달하였다는 것을 송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대신, 그 통보의 표시는 송신한 메시지가 모든
수령인들에 의해 수신되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가진 대화력에 배치대 있다는 원문 메시지일 수 있다. 반향은, 발
송 메시지(400)가 메시지 방송장치(303)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 도로 보내질 수 있다.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그러므
로 모든 수령인들이 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수령통지를 보낼 수 있다. 바람직하게, 본래의 반향은 송달 수령이 도착하는
(예를들어,색상 및/또는 원천을 변경하거나 체크 마크 같은 심볼로 장식되는) 경우 수령의 통지를 주도록 주석붙여진다. 대
체 접근에 있어서는, 이용자에게 도로 보내는 방향 메시지가 모든 의도된 수령인들이 메시지의 카피를 수신하였다는 확인
을 방송장치가 수신하기 까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은 송달 잠복이 확실히 길어 복수의 카피 메시지들의 송달들 사
이에 고도의 잠복 변화성이 있는 환경의 이용자를 혼란시킬 수 있는 어떤 표시 부착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상태에 있
어서, 적어도 하나의 수령인은 메시지가 여타 수령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송신자에게 도로 응답하여도 좋다. 그런 경우,
송신자는 반향 전의 메시지에 응답을 그의 대화력 표시장치(예를 들어 도 11 참조)에서 보게된다. 몇몇 기술들은 이 문제
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100) 또는 서버 콤플렉스(204)는 수령인 응답들의 제공 또는
송달을 본래의 메시지가 모든 수령인들에 의해 수신되어 반향이 시용자에게 도로 보내질 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예시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때에도, 이용자는 메시지를 누가 수신하였지(또는 수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장치에 질
문할 수도 있다. 타의 이행들은 이용자가 발송 송달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류하게 선택할 수도 있으며 대신 복수의 수
령인 통보들(매번 한번 카피가 이용자에게 송달된다)을 보냄에 의해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기술들이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의 지지에 더 간단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통신 자원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도 11의 예에 있어서, 각 기입은 어떤 부착된 내용(예를 들어, 문서, 서류, 등등)이나 전송된 언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시
하는 부속물 지시기들(1104-1105); 송신자(705 또는 803)의 단명, 및 메시지 내용 또는 원문(원문이 2-3행 내이면 원문
의 모두)의 적어도 부분을 함유한다. 비록 도 11에 예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착된 지시기(즉, 기입이 영구 기억장치 305에
저측되어 그 것이 비고착될 때까지 대화력 지시장치에 항상 나타나게 됨을 지시하는)따위의 기입 상에 있는 타의 지시기들
일 수도 있다. 정보의 보다 적은 양들이 그 표시장치의 각 기입에 포함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메시지
내용만이 송신자들의 단명없이 표시될 수 있다.

기입이 눈에 띄이는 경우(1106), 송신자와 타의 수령인들의 복수의 익명들(802 또는 704)이 타아틀 바(1101)로 배치된
다. 리스트가 너무 길면, 타이틀 바(401)의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대신, 단명들 또는 타의 심볼들이 타이틀 바
(1101)의 익명들의 대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용자가 기입(1106)을 선태하는 때, 동일한 스레드의 모든 관련의 대화 메
시지는 1103에 또한 강조된다. 강조는 관련 기입들을 변경하거나 주석함에 의해 또는 비관련 기입들을 변경함(예를 들어,
기입들을 회색이 되게 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만약 선택의 기입이 그의 전체에 표시되기에 너무 길어 시간의 길이 동
안 선택되면, 기입의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 전체 원문 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그 경우, 이용자가 다른 기입
에 이동시키는 때, 원문의 원래 배치된 공간의 2-3 행들 내에 고정되게 즉각 도로 축소시킨다. 배치 행들의 실제 수는 스크
린 사이즈에 좌우된다. 새로운 도착 대화 메시지들(400)이 도착하는 때, 새 기입들이 그 리스트에, 예를 들어, 리스트이 밑
에, 자동적으로 부가된다. 그 밑이나 동료 리스트 기입(1107)은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에 현재 선택된 동료들의 리스트를
참조하는 특별 기입이다. 이용자는 그 기입을 동료들이 있는 새로운 스레드를 시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밑 기입(1107)
은 이용자가 동료들을 선택한 경우에 단지 나타나며, 타의 "정규의" 대화 메시지 기입들로부터 기입을 구별하는 아이콘
(1110)을 함유한다. 만일 이용자가 밑 기입(1107)을 선택하면, 대화력의 "정규의" 기입들이 눈에 띄이는 경우 같은 식으로
타이틀 바(1101)에 나타나 수령인들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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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소프트키 라벨(1108)은 "동료들"이다. 좌의 소프트키를 단일클리킹 또는 클릭홀딩하는 것은 이용자를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도 9 및 10 참조)에 전환한다. 우의 소프트키 라벨(1109)은 눈에 띄인 기입이 대화 메시지 기입인지의 "응답"이
다. 그렇지 않다면, 전과 같이, "라아트"로 라벨된다. 우의 소프트키를 단일클리킹하는 것은 이용자를, 도 14를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한 메시지 편집 인 표시장치에 이동시킨다. 메시지의 목표 수령인들은 대화 메시지 기입(1106)의 수령인들의
리스트에서 도출되거나 동료 리스트 기입(1107)과 연합된 것들로부터 도출된다. 눈에 띄인 기입이 대화 메시지 기입
(1106)인 경우에 있어서, 우의 소프트키를 클릭홀딩하는 것은 도 13을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한 것들과 유사한 선택권
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렇지 않고, 망약 눈에 띄인 기입이 동료 리스트 기입이면, 모든 작용에의 송신을 단일클리킹의
"모든 작용에의 정상 응답"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 만약 이용자가 푸시-투-토크 버튼을 누르면, 목표 수령인들은 편집되
어(즉, 송신자와 대화 메시지 기입(1106)의 수령인들에나, 동료 리스트 기입(1107)의 동료들에), 도 12를 참조하여 더 상
세하 설명한 방식으로 타이틀 바는 최신화되며 언어 대화 메시지의 기록과 전송이 시작된다.

도착 언어 메시지가 도착하는 한편 대화력 표시장치가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면, 수신의 언어는 대기행렬에 넣어진다. 현
이행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수신된 언에 메시지(또는 이용하능한 메모리에 적합될 적어도 그 부분)는 수신 단말기에서 대
기행렬에 넣어진다. 대체 실시양태에 있어서, 상기 대기행렬에 넣기는 서버 콤플렉스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수령인은 소정
의 기간 내애서 녹음재생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대기행렬에 넣기는 단말기와 서버측 양자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녹음
재생은 주어진 언어 메시지가 단말기에 더이상 쓸모가 없는 경우에 서버로부터 청구될 수도 있다. 언어 기입이 가장 근래
의 언어 기입인 한편, 연합의 언어는 대기행렬에 넣어진 채 남아 있어 이용자의 대화력 표시장치에의 복귀에 있어 자동 녹
음재생에 준비된다. 이용자가 대화력 표시장치에 도로 전환하는 경우, 언어 기입이 스크린에 보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녹음재생된다. 녹음재생은 이용자가 언어 대화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송하기 위해 대화력에 복귀하면 버려진다.

이용자에 대한 언어 메시지의 명백한 송달은 다중의 멀티모드 스레드들의 회화를 단일 대화력에 통합하는 경우에 문제이
다. 현 기술분야에 있어서, 언어를 특정한 논의 스레드들과 연합하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어렵다. 여기에 기술된 장치는 연
합 문제를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첫째,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언어 메시지는 표시장치 상에 기입을 남긴다. 그 기
입들은 그들의 대응하는 스레드들에 연결하여 적어도 송신자와 메시지의 타의 수령인들의 리스트를 묘사한다. 그러나, 이
는 이용자가 언어 메시지들을 들으나 표시장치를 볼 수 없는 경우들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 발표된 장치
는 첫째에 관련하여 둘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이용자가 스레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의 스레드와 연합된
모든 언어 메시지는 이용자 의해 달리 마련된 외에는,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녹음재생된다. 선택의 스레드에 속하지 않는
어떤 언어 메시지들도 자동적으로 녹음재생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이동 단말기(100)는 가청 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여 타의 스레드(들)에는 타의 도래 언어 메시지(들)이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용자는 메시지를 녹음재생
하거나 또는 장치가 그것을 듣게 요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도래 언어 메시지가 재생되거나 않거나에 관계없이, 도래 언
어 메시지의 원문 부분은 표시장치에 제공된다. 이것은, 그 메시지를 듣게 선택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공정 결정에
있어 이용자를 돕는다. 더 많은 활용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메시지를 들을 선택권이 주어질 수가 있다. 전송
중인 어느 데이터가 그때 들리며 서버는 언어 메시지의 나머지 전송을 중지하고 대기행렬(만약 존재하면) 중의 다음 메시
지 전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통보된다.

그 송달 기술들은 최대한 활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100)는 메시지를 이용자가 스레드를 선택하는 때는 언
제나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에 송신할 수도 있다. 이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가 선택의 스레드에 속하지 않는 언어
메시지의 언어 성분들을 송신하는 것을 이용자가 그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 자를 지시할 때까지 진압하게 한다. 이는, 사용
되지 않아도 좋은 이동 단말기에 대한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송신을 최소화한다.

도 12는, 이용자가 발송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송하는 경우의 대화력 표시장치의 타아틀 바의 예시이다. 타이틀 바는 기록
지시기(1201); (송신기를 포함하지 않는) 복수의 수령인 익명(705 또는 802) 및, 선택적으로, 확인된 수령인들에게 이야
기는 이용자에게 지시하는 단일 라벨(1203)을 함유한다. 수령인들의 리스트가 너무 길면, 그 리스트는 순차적로 움직이나;
기록 지시기(1201)는 위치에 고정된채 남아 있다. 이용자가 푸시-투-토큭 버튼을 눌러 언어를 기록하여 전송하기를 요청
하는 경우와 그 장치가 이용자 액세스를 그렇게 하게 허가하는 경우의 시간의 사이에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기록 지시기(120)는 이용자가 언어기록/전송 액세스를 가지거나 놓쳐버리는 경우를 지시하게 그의 출현(예를 들러, 칼러
나 도표 심볼)을 변화시키는 아이콘이다. 이용자가 푸시-투-토크 버튼(101)을 해방한 후 곧, 타이틀 바는 대화력 표시장치
상의 정상 타이틀 바(1101)로 다시 복귀한다.

도 13은도착 대화 메시지(500)의 상세 표시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타이틀 바(1301)는 송신자의 존재 지시기(904); 송신자
의 익명(705 또는 802); 및 선택적으로 타임 스탬프(메시지가 송신됐거나 수신된 경우)를 함유한다. 타리틀 바의 정보가
너무 길면, 익명은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그 경우, 여타의 지시기들은 고정된채 남아 있다. 내용 지역(1303)은 부착물 또는
언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부착물 지시기(1302); 메시지의 완전 원문(1309); 세퍼레이터(1304); 및 타의
수령인들(송신자나 수신자는 포함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복수의 기입들을 함유한다. 도 13에 보인 예에 있어서, 각 기입은
이용자의 익명 세트(703-705 또는 802-803)을 함유한다. 대신, 각 기입은 익명 세트(익명이거나 단명이나의)의 어떤 부
분이나 어떤 타의 형식의 표시장치 확인기 만을 함유할 수가 있다. 좌의 소프트키 라벨(606)은 "캔슬"이다. 좌의 소프트키
를 단일클리킹하여 클릭홀딩하는 것은 표시장치를 퇴장시키어 이전의 표시장치를 복원한다. 우의 소프트키 라벨(607)은 "
라이트"이다. 우의 소프트키를 단일쿨리킹하는 것은 도 14에 더 상세히 설명한 메시지 편집자 표시장치에 이용자를 이동
시킨다. 우의 소프트키를 클릭홀딩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언어를 녹음재생하고; 이용가능한 부속물들을 바라보거나 기억
하고; 대화력 표시장치에 기입을 차단하고; 영구 기억장치(305)에 도착 대화 메시지를 저장하여; 다음의 또는 앞서의 대화
메시지에 이동시키는 등의 아용자 선택권을 제공하여, 송신자나 타의 수령인들의 하나(즉,새로운 스레드를 시작하는) 만에
재생하는 등등의 이용자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푸시-투-토크 버튼을 누르면, 상세히 보이는 표시장치는 퇴장된다.
이용자는 대화력에 이동시키어 송신자(이용자가 송신자인 경우 외에는)와 모든 타의 수령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경우에 어떤 대기행렬 언어의 녹음재생은 방기된다.

도 14는 원문 메시지 편집기 표사장치를 예시한다. 이 실시양태에 있어서, 타이틀 바(1401)는 복수의 목표 수령인 익명들
(704 또는 802)과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람를 지시하는 단일 작용 라벨를 함유한다. 타이틀 바(1401)는 내용들
이 너무 길면 수차적으로 움직인다. 원문 기입 구역은 원문 메시지들 작성을 위해 타이틀 바(1401) 아래에 마련돼 있다. 좌
의 소프트키(1404)는 "캔슬"이다. 좌의 소프트키를 단일클리킹하여 클릭홀딩하는 것은 표시장치를 퇴장시키고, 바람직하
게 내용들을 방기하며, 전의 표시장치를 (전의 표시장치가 상세히 보는 표시장치였고, 그 경우에 상세히 보는 표시장치의
전의 표시장치가 상세히 보는 표시장치의 대신에 복원되는 경우의 외에는) 복원한다. 우의 소프트키 라벨(1403)은 "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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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의 소프트키를 단일클리킹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발송 원문 메시지(400)를 구성하여 보내게 한다. 우의
소프트키를 클릭홀딩하는 것은 타의 내용의 부착물(예를 들어, 링톤, 등등), 메시지의 철자점검, 수령인들 등등의 완전 상
세들 표시 따의 우선권 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이용자가 푸시-투-토크 버튼을 누르면, 표시장치는 퇴
장되고, 그의 내용들은 방기되어; 이용자는 대화력으로 이동시키어 선택의 수령인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떤 대기행렬
의 언어의 녹음재생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방기된다.

본 발명은 인간들 간의 멀티모델의 채팅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멀티모델의 채팅은 기계들을 포함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이용자들은 대화 은유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발명성의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Active Buddy, Inc.에 의해
전개된 따위의, 원문토대의 채팅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장치와는 달리, 여기에 개시된 장치들은 채팅 대화체를
원문과 언어 양자를 사용하게 한다. 예를 들면, 패키지의 송달 상의 상태를 얻기를 바라는 이용자는 언어 메시지를 패키지
이동 서비스 존재로 보낼수도 있다. 그 언어는 적어도 패키지 식별명을 포함하게 된다. 자동화된 응답 서비스는, 기술분야
에 알려진 언어식별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결정하며 응답을 작성한다. 그 응답은 언어 토대로 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그 것은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음을 지시하는 언어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는 그 것이 문자 그대로일 수
있다(예를 들어, 그의 행선에의 통로의 패키지의 리스트의 상세들). 그 서비스는 이용자의 존재에 기명 승낙한다. 그 서비
스는, 이용자들 존재의 상태를 통보하여 우선의 포맷의 상세를 보내게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돌려 보낸다.

발명의 장치들은 또한 서비스들을 이동 단말기(100)(예를 들어, 전화 호출 시작)나 서버 콤플렉스(204)(어쩌면 네트워크
의 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그의 약간의 조합에서 이행될 수 있는 지령들을 통합하게 한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이용자
와의 개별 채팅은 약간의 점에서 전화 회화를 시작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이용자는 적어도 송신자와 목표 수
령인 간의 전화 호출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정보를 함유하는, 이동 단말기(100)로부터 서버 콤플렉스(204)에의 지령을 송
신함에 의해 전화 회화를 시작하게 서버 콤플렉스(204)에게 요청한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Voice Over IP(VoIP) 전화
통신 장치에 요청을 시작한다. 그 장치는 그때 가장 가까운 전화통신 액세스 점들을 말단 점들에 수립하며 회의 시작 프로
토콜(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과 실시간 수송 프로토콜(RTP) 따위 공통 포로토콜을 이용하여 그들 액세스 점 간
의 송신자와 목표 이용자가 통하는 호출들에게 도로 보냄에 의해 호출을 설정한다. 장치는 호출의 상세들을 수집하여 설립
하는 데 채팅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것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기술분야의 숙련된 이들에게 알려
진 공통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지령을 사직할 수도 있다. 대체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서버 콤플렉스(204)는 지령을 적어도
하나의 목표의 전화번호를 함유하는 이동 단말기(100)에 도로 보낸다. 그 때 그 이동 단말기(100)는 목표에 전화호출을 시
작한다. 이동 단말기(100)에 전화 호출을 수립하는 데는 종래의 기술들이 이용될 수도 있다.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들을 통한 접속들의 품질특성들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이용자는 데이터 접속이
강하되는 비도달 구역으로 옮길 수가 있다. 접속은 유효범위가 다시 사용가능한 경우 나중에 재수립될 수 있으나, 그 과정
에 있어서의 이동 단말기(100)는 새로운 IP 어드레스를 획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버 콤플렉스(204)는 이동 단말기
(100)에 메시지들을 보낼 수 없게 남겨진다. 이를 다루기 위하여, 여기에 개시된 장치는 특정한 이동 단말기(100)와 서버
콤플렉스(204) 간의 접속을 기술하는 세션 식별명을 이용한다. 이동 단말기가 접속을 언제나 재건하는 때(예를 들어, 이용
범위의 손실로 인해 그것을 잃은 후) 이동 단말기(100)는 방해된 세션의 세션 id를 재사용한다. 서버 콤를렉스(204)는 그
때 존재 세션에의 새로운 접속을 재결속한다. 만일 이동 단말기(100)이 주어진 타임아웃 시한 내에 재접속하지 않으면, 서
버 콤플렉스(204)는 세션을 끝낼 수 있다. 단절로 인한 타의 결과들은 이동 단말기(100)으로부터 송신된 분실 세션 종결
지령, 이동 단말기(100)에서의 대화 적용의 부적당 폐쇄, 배터리 장해, 등을 포함할수 있다.

바람직하게, 서버 콤플렉스(204) 내에(또는 중에) 생기는 모든 통로는 세션 id들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세션 id는, 이용자
가 세션을 종결하여 다른 곳을 수립하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대신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종결
세션에 결속된 모든 메시지들은 그 장치로부터 제거될 수도 있다. 활동적 세션들과 연합된 거래들 만이 유지된다. 또한, 많
은 메시지 방송장치들(303)(즉, 물리적 서버 호스트들)이 있는 방해의 서버 콤플렉스(204) 환경에 있어서, 고객은 다른 호
스츠 서버들에 부착할 수도 있다. 세션 id를 사용하는 곳은 고객이 현재 접속되는 곳을 발견하게 단순한 수단을 마련한다.
게다가, 접속을 재건함에 있어서, 서버 콤플렉스(2204)는 현재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는 것을 (이동 단말기 100의 IP 어드
레스가 변화할 수도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 조차도) 세션 id에 기초한 그의 전의 호스트 서버와의 그의 접속을 물리적으로
재간함에 재접속 고객을 향하는 부하평형 스위치들로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무선 통신사 네트워크들은 청탁받지 않은 네트워크 개시의 메시들을 이동 단말기(100)에 이르게 하지 않는
다. 네트워크개시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여기에 개시된 장치들에 속하는 때, 서버 콤플렉스(204)로부터 이동 단말기(100)
에 향해 가는 메시지들이며 이동 단말기(100)에 의해 청탁받지 않은 것 처럼 네트워크 작동기에 나타난다. 이는 메시지 방
송장치(303)가 청탁받지 않은 도착 메시들(500)을 메시지의 수령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채팅 환경들에 있
어서 공통의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치는 생존 유지 전략들을 이용한다. 이들 전략들은 특정한 이동 단말기
(100)와 서버 콤플렉스(204) 간에 건설된 데이터 이송 프로토콜에 좌우하여 변한다. 생존 유지 전략들은 이동 단말기
(100)으로부터 서버 콤플렉스(204)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생존 유지 메시지는 요청으로서 이동
네트워크에 나타난다. 이동 단말기(100)에 도로 보내진 후속 메시들은 그 메시지들이 생존 유지 메시지에 보낸 이동 단말
기(100)에 보낸 한 요청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통신사들에 의해 다음 고려될 수 있다. 생존 유지 메시지들의 빈도는 디자인
선택과 이용된는 이송 프로토콜의 문제이다. HTTP가 이송 프로토콜로서 사용되는 경우, 그 장치는 폴링 기구를 이용한
다. 이 기구를 이용하여, 생존 유지 메시지는 빈번히 보내지며 서버 콤플렉스에 어느 미결 메시지들이 존재하지는 지를 결
정할 폴로서 작용한다. 미결 메시지들이 존재하면, 그들 메시지들은 폴링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시 보내진다. TCP와
또는 UDP는 폴링 기구를 요청하지 않으며 생존 유지 기술들을, 한 메시지의 적어도 세션 id를 메시지들 간의 상당히 긴 신
간으로 서버 콤플렉스(204)에 간단히 보내는 따위로 이용할 수 있다. 생존 유지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은 최대한 활용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생존 유지 메시지들은 발송 메시지들이 이동 단말기(100)으로부터 서버 콤플렉스(204)로 최근에 보내
진 경우 보내지지 않아도 된다.

바람직하게, 서버 콤플렉스(204)로부터 이동 단말기(100)로 보내진 모드 메시지들은 같은 통로, 이동 단말기(100)가 서버
콤플렉스(204) 내에 부착하는 어쩌면 같은 물리적 호스트 서버를 통과한다. 이는 작동기들이 메시지들을 이동 단말기
(100)의 요청들에 대한 응답들로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한다. 어드레스 매핑 따위, 같은 위치로부터 시작할 트래픽
출현하게 하는 타의 기술들이 장치에 의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게다가, 생존 유지 메시지들은 이동 단말기의 어드레스가 변화하였는지를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에 알리게 상기 기재의
타 기술과 관련하여 처리한다. 이는 UDP가 운송 프로토콜로서 사용되는 경우들에 특히 유용하다. 송신된 매 생존 유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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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에, 서버 콤플렉스(204)는 이동 단말기(100)의 어드레스를 통지한다. 만약 어드레스가 바뀌었으면, 서버 콤플렉스
(204)는 이때 새로운 어드레스에 세션을 재결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유지 메시지는 작동기가 네트워크시작의 메시
지들을 비록 차단하지는 않을 지라도 장치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

서버 콤플렉스(204)는 가장 최신 어드레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동 단말기(100)에 송달할 수 없다 -- 이동
단말기(100)의 어드레스는 생존 유지 메시지가 송신되기 전에 변화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장치는, 예를 들어, 다
음의 생존 유지 메시지가 도착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비송달의 메시지를 지속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강하하여 센더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실패하였음을 알릴 수도 있으며; 도 15와 관련하여 기재된 불량 기구의 외와 같은, 어떤 밴드외의 기구
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어떤 현재 전개된 무선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통신 채널 자원 논쟁이다. 무선 데이터 접속이 수립
되는 동안, 어떤 장치들(예를 들어 CDMA의 1xRTT)은 전화 호출들을 발송할 가능성과 이동 단말기(100)에의 타의 무선
관련 서비스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에 기재된 장치에 의한 생존 유지 전략은 문제될 수 있다. 이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의 실시양태는 채팅 서비스에 이용자의 관련을 예고함에 기초하는 철회 전략을 이용한다. 그 철
회 전략은 동적 타임아웃 계획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100)가 활동적 최신 정보들(즉, 도착 메시지 500) 및
관계가 높으면 가능성이 있는 대화력 표시장치 제공하는 경우, 타임아웃의 길이는 최신 정보가 없는 경우나 또는 이동 단
말기(100)가 동료 리스트 표시장치와 관계가 낮으면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길다. 그 타임아웃의 목적은, 이
용자가 잊어 버렸거나 또는 달리 어느 도래 전화 호출들이나 이용자에 도달하는 타의 통신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채팅 적용을 태만하여 남긴 경우들에서 보호하는 데 있다. 타임아웃이 생기는 경우, 이용자는 세션을 계속할 기회가 주어
진다. 이용자에의 즉석 통보는 이동 단말기(100)와 서버 콤플렉스(204) 간의 접속이 대략 봉사되게 한다. 이용자는 작동을
캔슬하거나 살아있는 접속을 유지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이 이용자가 할당된 시간 내에 응답을 캔슬하지 않
으면, 접속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이동 단말기가 끊어지는 경우, 대화 메시지들을 앞서 수립한 패킷 데이터 접속들을 통
해 더 이상 수신할 수 없다.

대체의 분리 안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 상을 운행하는 채팅 프로그램은 송달에 관계하는 어느 메시지
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서버 콤플렉스(204)와 주기적으로 재접속하게 선택될 수도 있다. 그렇에 되지 않으면, 이동 장치
상의 채팅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들은 송달되어 프로그램은 대화력 표시장치를
위에 기술한 바와같이 최신화하며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세션을 종결하거나 타임아웃이 생기거나 할 때 까지 가
동들을 다시 시작한다.

도 15는, 도 2에 기재된 요소들을 함유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전체 시스팀 구조가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와 일체화
되게 연장되는 방법을 예시한다. 여기에 기재된 장치들의 전후관계 내에는,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가 단 메시지 서비
스(Short Messaging Service) 따위의, 어떤 잘 수립된 종래의 가구를 통해 적어도 본문 메시들을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동 단말기(100)와는 달라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1)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와
직접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어느 채팅 거래들에 직접 관계하도록 통신함에 요구되는 요소들이 부족하다.

이어받은 단말기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Internet나 World Wide Web 따위의) 통신 네트워크
(203)를 경유하여 적어도 하나의 SMS 집합체(1501)와 통신한다.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장치인 SMS 집합체(1501)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반송파 네트워크(202)내로 SMS 메시지들을 삽입하게 무선 반송파와 어떤 직접 연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기입들을 허용하게 요구되는 모든 요소들을 함유한다. SMS 집합체(1501)는 SMS의 설명을(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그의 인터페이스들을 경유하여) 입력으로서 받아 들인다. 그 설명은 목표 이동 단말기(100)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필
요한 모든 요소들을 함유한다. 설명은 이동 단말기(100)의 어드레스 따위의, 창시자 어드레스, 또는 단 코드나 장 코드로
알려진 특별 복귀 어드레스, 단말기(100) 따위의, 목적 어드레스, 및 메시지의 내용을 함유한다.

SMS 집합체(1501)는 그의 무선 반송파 네트워크(202) 인터페이스들을 경유하여 목표 교환수와 통신하며 그 청구자를 대
신하여 SMS를 삽입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청구자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이거나 그 대신 작동하는 어느 대행자들이
다.

이동 단말기(100)는 이용자가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의 어드레스에 들어가게 한다. 이는 발송 메시지(400)를 창출
하는 시간의 어드레스에 이용자가 자극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어드레스는 전형적으
로 이동 단말기(1502)의 전화번호이다. 대신에, 특유의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를 빈번히 목표로 정하는 이용자를 위
하여, 장치는 적어도 존재 데이터 기록(700) 및 익명 데이터 기록(800)을 함유하는 장치에 있어서 동료 존재를 건립하는
이용자 수단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어받은 동료를 추가하거나 특별 어드레싱을 이용하는 공정들을 위한 종래의 데이터 수
집 및 건설 방법들이 채용될 수 있다.

실제의 어드레스이거나 수령인의 이어받은 동료의 id인 어어받은 어드레스는 어떤 타의 수령인 id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그 것은 발송 메시지들(400)과 도착 메시지들(500)에 있어서의 수령인 id들(403과 502)의 리스트에 배치된다.
실제 어드레스가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드레스 표현은 이어받지 않은 어드레스와 통상 구별가능하다. 그것은 장치가
나머지 수령인 id들과 다른 방식으로 어드레스를 처리하게 한다.

이어받은 어드레스는 적어도 다른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와 적어도 다른[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100)를 가진
그룹 통신의 일부일 수 있다. 대신에, 이어받은 어드레스는 이어받은 단말기와 일 대 일 통신에 공급되는 유일한 어드레스
일 수 있다. 이어받은 어드레스는 새로운 스레드의 회화를 시작하는 부분일 수도, 또는 존재하는 스레드에 응답하는 부분
일 수가 있다.

이어받은 에드레스의 특별한 기입의 경우에 있어서, 시스팀은 도착 메시지들(500)에 수령인 필드들(503-505)을 수립하
여야 한다. 시스팀은 이들 필드에 포괄적인 표시를 배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령인의 이름(503)처럼 어드레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용가능하면, 시스팀은 실제 이름을 발견할 공공 어드레스 북들을 질문할 수도 있다. 타의 기술들이 또한 전
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보가 사적으로 고려되며 장치가 그것을 제공하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에 있어서, 이동 단말
기(100)(또는 서버 콤플렉스 204)는 그 정보를 대리 표시들로 대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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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은 어드레스를 반송하는 발송 메시지(400)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의 메시지 방송장치(303)에 송신된다. 메시
지 방송장치(303)는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1502)의 이어받은 어드레스(실제 어드레스나 또는 이어받은 동료 수령인 id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참조)를 발견한다. 각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100)를 위하여,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여기에 기
재된 바와 같이 도착 메시지들을 부설한다.

목표 이어받음 단말기들(1502)의 각각에 대하여, 방송장치(303)는 SMS 집합체(1501)에 SMS 요청을 송신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방송장치(303)는 SMS 요청의 창작자 어드레스를 메시지를 시작하는 송신자의 이동 단말기(100)의 이동 어드
레스에 설정한다. SMS 집합체(1501)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와 송신 이용자의 대신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에
SMS를 송신한다.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에 송신된 메시지는 적어도 원래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 메시지에는 타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는 타 수령인들의 리스트, 스레드 확인, 송달의 시간, 서비스 공급자 동일성, 광고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밴드의 외의 메시지 조작을 경유하여 송달될 수 없는 음성 메시지의 경우,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음성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언어 대 원문 서비스가 이용가능한 곳에,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도출의 원문 메시지를
전부 또는 절두되어 놓을 수 있다. 달리,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논의의 표시를 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 도착 음성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대화력 표시장치에 표시되는 것과 유사한 원문 부분을 단지 송신할
수도 있다.

수신인의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에 일단 SMS가 송달되면, 작용 기억장치에 전형적으로 존재하여 단말기(1502) 내
의 CPU 상에서 실행되는, 이동 단말기(1502)에 토착의 SMS 적용은 SMS를 검사하고 메시지의 내용들을 이용자가 판독
하게 하는 이용자를 통보한다. 수령인은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 상의 SMS 적용을 이용하는 메시지에 응답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 적용은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에 의해 공급된 원래 도착 SMS의 원작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송신인
을 목표로하는 응답 SMS를 건립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메시지는 서버 콤플렉스(204)에 돌아 가지를 않는다. 대신,
응답 SMS는 무선 반송파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목표 이동 단말기(100)에 직접 향한다. 응답이 목표 이동 단말기(100),
대화 적용에 도달하는 경우, 메시지를 검사하여 그것을 도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착 메시지 처럼 대화력 표시장치의 부
분으로서 표시한다.

다소의 이동 단말가들은 대화 적용을 밴드의 외의 메시지 장치에 액세스하게 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 이용자는 토착의 밴
드의 외의 적용을 이용하여 응답하여, 메시지를 (부분 또는 전채로) 둘의 적용들 간에 이동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적용
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 최대의 SMS 장치들은 (스레드 id, 수령인들의 리스트, 등등 따위)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로부터 돌아오는 SMS
응답에 그자신 분명한 어떤 정보를 예고가능하게 새겨두게 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응답 SMS는 이동 단말기(100) 상의 대화 적용 프로그램이 도착 메시지를 존재하는 스레그에 결속하게 어떤 확인도 보장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메시지는 새로운 스레드의 새로운 메시지로서 대화력 표시장치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 상태들하
의 이동 단말기(100)상의 고객은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의 대신 스레드 id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과로서 이용자는
새로운 메시지를 응답하며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의 어드레스(즉, 응답 SMS의 원작 어드레스)는 대화 서버 콤플렉
스(204)에 송신된다.

대체의 실시양태에 있어서, 대화 서버 콤를렉스(204)는 우선의 실시양태에 기재된 바와 같은 SMS 원작 어드레스로서 송
신자의 이동 어드레스를 배치하지 않는다. 대신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는 장 코드나 대신 단 코드를 사용한다. 결과로서,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로부터의 SMS 응답은 서버 콤플렉스(204)에 돌아 간다. 그 서버 콤플렉스(204)는 존재하는
스레드에 응답 SMS를 결속하게 여러가지의 종래 기술들을 이용하는 코드들을 거쳐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들(1502)로부터
의 메시지들을 재송신할 수 있다. 결과로서,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의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메시지를 적당한 채널들
으로 경유하여 스레드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도로 방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이어받음 이동 장치가 스레드에 관계
되어 있으면, 메시지 방송장치(303)는 메시지를 여기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SMS 집합체(1502)를 경유하여 송신하게 된
다.

메시지 방송장치(303)의 이어받은 통합 역할은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에서의 대신 이동 단말기(100)에서 실행될 수가
있다. 결과로서, 이동 단말기(100)는 SMS 잡합체(1501)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동 단말기(100)는 목표의 이동 단
말기(들)(1502)의 각각에 대하여 SMS를 적어도 하나의 무선 반송파 네트워크 안에 직접 삽입할 수도 있다.

타의 배드의 외의 통신 기구들은 e메일, 다중매체 메시징 서버스들(MMS), 또는 그밖의 같은 것 따위로 이용될 수 있다. 그
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타의 통용구는 SMS 집합체(1501)를 대신하여 형성한다. 타의 송달 기구들은 이어받음 단말기로부
터의 응답 메시지에 타의 정보를 새기는 것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존재 스레드로의 응답들을 장치가 결속하게 한다.

이동 단말기들(100)에 직면하는 다서의 문제점은 이용자가 또 다른, 단말기(100) 상의 비대화 적용을 시작하는 경우의 적
용 내용의 손실이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100) 상의 이용자가 오는 전화 호출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 단말기(100)는 데
이터 접속 재료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주저할 수도 있으며/또는 대화 서버
콤플렉스(204)와 통신하여 대화 처리들을 이행하기로부터 대화 적용을 달리 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활동성
을 조금 지각하거나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팅 프로그램이 자재들을 자유롭게 자동적으로 끊게 할 수도 있는 경우 이용
자는 대화 적용을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고로, 여기에 개시된 장치들에 관한 채팅을 위해 정당한 이동 단말기(100)를
일단 무엇이 고려되었는가는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1)의 것에서 구별할 수 없는 방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이어받음 이
동 단말기들(1502)과 대화 환경을 통합하는 방법들로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들은 이들 상황에 또한 적용될 수 있다.
메시지들의 밴드의 외의 (예를 들어 SMS를 경유하는) 송달은 이용자에게 환호로서 작용한다. 그 것은 수령인에게 대화 스
레드가 공정중에 있음을 알린다. 이용자는 그때 대화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어 대화 회화를 다시 점유하게 선택할 수도 있
다. 대신, 재개시가 불가능하거나 편리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여전히 사용가능한 밴드의 외의 기구를 이용하여 관여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 채팅 적용이 들어오는 밴드의 외의 메시지에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10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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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팅 적용은 내용을 많이 추출하여 그들을 대화력 표시장치에 놓는다. 또한 수령인을 송신자에게 응답하게 한다. 그 응
답은 밴드의 외의 메시지로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개시된 대화 장치를 통하는 발송 메시지(500) 밴드로서 채팅
장치를 통과할 수도 있다.

존재 상태 지시기(904 및 911)에 의해 이동 단말기(100) 상에 표시된 존재 상태(702)는 이용가능성으로 칭해지는 것을 기
술한다. 그러한 관계들에 있어서의 이용가능성은 이용자가 도착 메시지들(500)(과 선택적으로 도착 메시지들 500의 형식)
을 수신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한 전후관계들에 있어서의 이용가능성의 부족을 가리키는 상태는 이용자가 도착 메시
지들(500)(또는 그의 특별한 형식)를 수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치가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
를 목표로 하는 메시지들을 떨어지게 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다시 이용가능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 동안 그 메시지들을 기
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장치는 그 메시지를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들 1502에 까지 조차도) 송달하게 항상 시도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어받음 이동 단말기(1502)의 (현재의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바와 같은) 이용가능성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바와 같은) 이용가능성의 유용성은, 이동 단말기(100)(또는 1502)가 대부분의
시간 이용자를 수반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소된다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존재 상태(702)는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가능성을 충족할 수가 있다. 게다가, 장치들은 존재 상태(702)와 존재상태
지시기들(904 및 911)을 메시지 송달 형식 따위의, 타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용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이동 단말기
(100) 상의 이용자는 수단의 표시가 제공되어 장치는 무선 패킷 데이터에 걸쳐 또는 SMS, e메일, 기타와 같은 배드의 외
의 방법을 통해 밴드 내의 통신들을 이용하는 따위로 메시지를 송달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부분집합이나 송달됨직한 메시
지들의 형식의 표시를 또한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MS 본문 만의 표시는 메시지의 본문 부분들 만이 SMS를 경유
하여 목표 수령인에게 송달됨직함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발송 메시지들(400)의 어떤 언어 요소들은 물론 어
떤 부속물들(예를 들어, 사진들)이 떨어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표 수령인에게 송달되지 않게 된다. 상기 표시는 이동
이용자에게 더 잘 적합된다. 예를 들면, 메시지의 송달에 관련된 비용, 기대 지연들, 및 또는 서비스의 질을 이용자에게 전
달할 수도 있다.

위에 기술된 것은 본 발명의 원리들의 적용의 단지 예증일 뿐이다. 타의 배열들과 방법들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일탈
하지 않고 기술에 숙련한 이들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어받은 무선 이동 단말기와 이어받지 않은 무선 이동 단말기 간의 대화토대의 통신들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 상응하는 이어받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발송 대화 메시지
를 수신하고;

그 이어받은 어드레스를 발견하고;

이어받은 어드레스를 발견함에 있어, 창작자 에드레스를 포함하는 도착 메시지를 건립하고;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의 송달을 위해 밴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 내에 도착 메시지를 삽입하며;

도착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응답 메시지를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밴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를 거쳐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 직접 전달하
는,

것을 더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서버 콤플렉스에 전달하고;

서버 콤플렉스에서, 응답 메시지를 대화 스레드에 결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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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콤플렉스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것을 더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대화 스레드가 적어도 하나의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와 적어도 하나의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를 수반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 상당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서버 콤플렉스에 상당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장 코드와 단 코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발송 메시지가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서의 표시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배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 내에의 삽입을 위해 도착 메시지를 집합체에 송신하는,

것을 더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10.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 상응하는 수령인 어드레스를 가진 발송 대화 메시지에 응답하여 도착 메시지를 확립할 능력이 있
는 메시지 방송장치;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의 송달을 위해 밴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 내에 도착 메시지를 삽입하기 위해, 메시지 방송장치에
작용가능하게 결합된, 집합체; 및

밴드의 내의 메시징 장치를 거쳐 실시가능한 대화 적용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또 밴의 외의 메시징 장치를 거쳐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수신할 능력이 있는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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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유하는 통신 시스팀.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밴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가 단 메시징 서비스(SMS), 다중매체 메시징 서비스(MMS), e메일, 및 인터넷 메시징(IM)으로 이
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서비스를 지지하는 통신 시스팀.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도착 메시지가 창작자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 시스팀.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장 코드, 단 코드 및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 어드레스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통신 시
스팀.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메시지 방송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서버 콤플렉스를 더 함유하는 통신 시스팀.

청구항 15.

이어받은 무선 이동 단말기와 이어받지 않은 무선 이동 단말기 간의 대화토대의 통신들을 위한 시스팀으로서,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 상응하는 이어받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발송 대화 메시지
를 수신하는 수단;

이어받은 어드레스를 발견하는 수단;

창작자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도착 메시지를 확립하는 수단;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에의 송달을 위해 도착 메시지를 배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 내로 삽입하는 수단; 및

도착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응답 메시지를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하는 수
단,

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팀.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밴드의 외의 메시징 장치로 거쳐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 직접 전달하
는 수단,

을 더 함유하는 시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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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서버 콤플렉스에 전달하는 수단;

응답 메시지를 대화 스레드에 결속하는 수단; 및

서버 콤플렉스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수단,

을 더 함유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게에 상당하는 시스팀.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서버 콤플렉스에 상당하는 시스팀.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창작자 어드레스가 장 코드와 단 코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시스팀.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삽입 수단이 집합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팀.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응답 메시지를 적어도 하나의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 및 군 대화 스레드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이어받지 않은 이동 단말
기에 송신하는 수단,

을 더 함유하는 시스템.

요약

대화 군 서비스들을 무선 이동 단말기들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팀과 방법이 개시된다. 대화 포럼은 통합의 음성 및 원문 메
시징을 허용한다. 시스팀은 대화 적용을 운용할 능력이 각각 있는, 복수의 이동 단말기들(100)을 포함한다. 서버 콤플렉스
(204)는 인터넷(203) 따위의, 패킷토태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일 이상의 무선 반송체 네트워크들(202)에 접속된다. 서버
콤플렉스는 대화 군 서비스들을 지지하고 이동 단말기들 상의 대화 고객들과 통신하기 위한 서버 적용들과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시스팀은 또한 이어받은 이동 단말기들의 통합, 대화 은유를 이용하는 기계 인터페이스들과의 통신, 및 여러 무
선 조작자들을 가로지르는 작동의 견고함과 신뢰성을 허용하는 특징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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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5

색인어

무선 이동 단말기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42135

- 16 -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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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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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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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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