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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통신 단말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57) 요약

시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주가 정보 서버(1)가 증권 네트워크(2)로부

터 갱신된 주가 정보를 획득할 때, 사전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도록 지시하며 그리고 유효 기간이 부착된 메시지가

SMS 서버(6)를 거쳐 페이징 채널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7)로 송신된다. 사용자 단말기(7)가 그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메

시지가 유효 기간 내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 메시지가 유효 기간 내의 것으로 결정되면 저장되어 있는 다수

의 애플리케이션들 중의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한다. 주가 정보 서버(1)는 다음에 기동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청되

는 주가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7)에 송신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정보 제공 서버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수신부가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효 기간이 그 메시지에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하고, 그 유효 기간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

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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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동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유효 기간이 부착되며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서 사전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모바일 통신 단

말기로 송신하는 메시지 송신부, 및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기동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청되는 사전결정된

정보를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정보 송신부가 구비되어 있는 서버와,

상기 서버에 의해 송신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 사전결정된 정보에 대해 상

기 서버에게 요청하며 그 정보를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수신부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할 때,

유효 기간이 상기 메시지에 부착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유효 기간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

케이션들 중에서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제어부가 구비되어 있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동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사전결정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가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 내에 제공되는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1.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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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가 상기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될 때, 유효 기간이 상기 메시지에

부착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와,

상기 유효 기간에 기초하여, 저장되어 있는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2.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기초하여 기동되도록 지시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는 기동부와,

상기 기동부가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킬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메시지 데이터로서 알리는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저장부가 상기 메시지를 저장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는 통지부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부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메시지 데이터는 수신되는 메시지 데이터로서 처리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16.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상기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된 상기 메시지에 기초하여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는 기동 처리와,

상기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기동 처리에서 기동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메시지 데이터로서 알리는 정보를 생성

하는 메시지 생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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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7.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동 인스트럭션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저장된 애플리케이션들의 각각에 대해 그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저장하며,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기동 인스트럭션에

의해 기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수신부가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상기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애플리

케이션 정보와 상기 저장부 내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대조하여 그 애플리케이션

의 기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상태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이 기동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

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상태와 상기 저장부 내에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이 기동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상태는 매너 모드, 드라이브 모드, 저에너지 소비 모드 및 무음 모드 중의 어느 하나의 모드인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정하였음을 통지하는 통지부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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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동 인스트럭션과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

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상기 메시지가 상기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될 경우,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는 상

기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저장부에 저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기동 인스트럭션에 의해 기동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

는 정보를 대조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와,

상기 판정 처리의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제어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2.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경우에 부과되는 액세스 요금과 축적된 통신 요금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축적된 통신 요금이 상기 수신된 메시지 내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식별 정보, 상기 저장부 내의 상기 축적된 통신 요

금 및 상기 저장부 내의 액세스 요금에 기초하여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값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만약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이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정한다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통지부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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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지부는 애플리케이션 기동에 관한 통지를 행하는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이 상

기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지 않는다면, 상기 통지부는 상기 선택

에 상관없이 상기 통지를 행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값을 설정하도록 하는 설정부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7.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식별 정보, 저장된 축적된 통신 요금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경우에 부과되는 요금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축적된 통신 요금이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값을 초

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8.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다수의 미처리된 메시지들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제각기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리스트 생성부와,

상기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리스트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선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부를 포

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는 순서와 관련되는 우선순위의 정도를 설정하는 설정부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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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가 상기 디스플레이부 상에서 디스플레이중일 경우, 그 리스트는 우선순위의 정도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푸시 메시지인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2.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 처리와,

다수의 미처리된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제각기의 메시지들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리

스트 생성 처리와,

상기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처리와,

상기 리스트 내의 디스플레이중인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선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처리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는 순서와 관련되는 우선순위의 정도에 기초하여 상기 리스트를 디스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4.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등록특허 10-0697416

- 8 -



키를 눌렀다 뗀 이후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고,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이 발생한 경우, 상기 측정된 경과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 상에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은 메시지의 도달이며,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는 상기 메시지 내의 정보

에 따라 기동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통지인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경과 시간이 사전결정된 임계값에 도달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사용하여 상기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37.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처리와,

키를 눌렀다 뗀 이후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키 모니터링 처리와,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이 발생할 경우, 상기 키 모니터링 처리에 의해 측정되는 상기 경과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은 메시지의 도달이며, 상기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는 상기 메시지 내의 정보

에 따라 기동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통지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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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키 모니터링 처리에 의해 측정된 상기 경과 시간이 사전결정된 임계값에 도달할 경우, 상기 제어 처리는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 처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40.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문자 입력 동작 동안 미설정된 문자들이 상기 디스플레이부 상에 디스플레이중에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상기 디

스플레이부 상에 상기 통지를 디스플레이할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 상에 상기 미설정된 문자들이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

부를 판정하고, 상기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통지인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제어부가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금지한다면, 상기 통지는 사전결정된 시간 이후에 디스플레이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제어부가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금지한다면, 상기 통지는 상기 미설정된 문자들이 설정되었다는 것이 결정

된 이후에 디스플레이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청구항 44.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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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의 도달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통지 디스플레이 처리와,

문자 입력 동작 동안 미설정된 문자들이 디스플레이 중인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처리와,

상기 통지를 디스플레이할 경우, 상기 미설정된 문자들이 디스플레이부 상에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 처리

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모바일 텔레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와, 이러한 모바일 통신 단말기 및 이러한 모

바일 통신 단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명령하는 서버를 탑재하고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과, 이러한 모

바일 통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기록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 매체

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메시지와 같은 푸시 타입 메시지(PUSH type message)를 수신하며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커맨드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기능, 게임을 재생하는 기능, 메일을 생

성하는 기능, 또는 키 조작을 통해 문자열을 입력하는 기능을 갖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와, 정보 제공 시스템과, 프로그램

과,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우선권 주장은 2003년 9월 30일에 출원한 일본 특허 출원 제 2003-342040호, 제 2003-342041호, 제 2003-342043호,

제 2003-342375호, 제 2003-342376호, 제 2003-342377호 및 제 2003-342378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들 내용들

은 참조용으로 본원 명세서에 인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e-메일로 알려진 시스템은 퍼스널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텔레폰 등을 사용하여 메일로서 널리

사용된다. e-메일에서, 송신 단말기로부터 송신되는 메일은 메일 서버에 임시 저장되며, 수신 단말기는 이 메일 서버에 액

세스하여 자신의 주소로 신규하게 도달한 메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다. 만약 신규 메일이 존재하면, 수신 단말기

는 그 메일을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신규 도달 메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신 단말기는 메

일 서버에 질의를 위해 소정량의 통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해, 모바일 텔레폰에서 제어 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푸시 타입 메시지(이하 푸시 메시지 혹은 메시지로 지칭됨)는 신

규 도달 e-메일의 통지로서 사용된다. 서비스명은 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SMS로 알

려진다. SMS는 단문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메일과 같은 메시지는 페이징 채널로서 알려진 제어

채널을 통해 SMS 서버로부터 모바일 텔레폰과 같은 수신 단말기로 송신된다. 가령, 모바일 텔레폰용 CDMA 시스템의 경

우, SMS는 모바일 스테이션 등의 제어에 사용되는 페이징 채널을 통해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사용하여 송신된다. 이

SMS는 신규 도달 e-메일의 통지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수신 단말기는 통신 서비스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수신 가

능한 상태(즉, 서비스가 작동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며, e-메일이 e-메일 서버를 통해 SMS 서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수신

의 통지가 푸시 메시지로서 수신 단말기에 즉시 송신되며, 수신 단말기는 이 통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신규 도달 e-메일

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e-메일이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말기에 주기적으로

액세스할 필요는 없으며, e-메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위한 불필요한 통신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어 채

널이 적은 송신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메시지는 대략 100바이트의 단문 메시지로 제한된다.

주목할 것은 SMS가 일본 미심사청구 특허출원의 공개 제 2002-320025호에 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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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SMS는 신규 도달 e-메일의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래에 기술되는 애플리케이

션 자동 기동 시스템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의 예는 이러한 SMS 메시지를 사용하여

모바일 텔레폰이나 PC와 같은 다른 단말기로부터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해 모바일 텔레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보유하는 카메라 혹은 플레이어 등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게다가, 데이터를 서버를 사용하여 모바일 텔레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시스템에서, 모바일 텔레폰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메시지는 상기 서버로 송신된다. 이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모바일 텔레폰은 그 메시지에 해

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킨다. 기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상기 서버에 요청한 결과, 모바일 텔

레폰이 보유하는 데이터는 갱신되고, 그 모바일 텔레폰은 적당한 기회에 최신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의 예는 다양한 정보(즉, 컨텐츠), 가령 주가 정보, 뉴스 및 기상 예보 정보와

같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를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푸시 메시지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이하, 사용자 단말기로 지칭됨)는 전술한 다양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있다. 서버가 사용자를 위한 주가 정보와 같은 신규 정보를 획득할 때, 이 주가 정보가 갱신되었

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푸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버는, 주가 정보를 수신하고 SMS를 사용하여 사용자 단말기

에 푸시 메시지를 송신하는 사용자 단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것을

지시하는 푸시 메시지를 생성한다. 사용자 단말기가 푸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 단말기는, 수신된 메시지에 의해 지시

되는, 월드 와이드 웹(WWW) 브라우저 또는 뉴스스프레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기동시키고 그 주가 정보 등

을 서버에게 요청을 행한다. 다음에, 그 서버는 주가 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기에 송신한다. 사용자 단말

기가 이러한 방식으로 갱신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사용자는 주가, 뉴스, 기상 예보 등을 그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볼 수

가 있게 된다.

이러한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기동에 기반한 정보 제공 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

신하고 그 정보를 임의의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도 디스플레이할 수가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으로서 지리 정보 제공 시스템이 제안된다. 이 지리 정보 제공 시스템은 모바일 텔레

폰이 푸시 타입 SMS를 수신하여 지리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 37 및 도 3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푸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존재한다.

도 37은 푸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도이며 방범 시스템에서 그의 사용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37에서, 호출 서버(1021)가 전송될 데이터의 갱신을 확인할 경우, 그 서버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내는 정보

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모바일 통신 단말기(1022)에 송신한다. 모바일 통신 단말기(1022)는 호출 서버(1021)로부터의 호

출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송신되거나 수신될 수 있는 상태를 스위칭시키는 응답 장치와, 데이터의 타입을 검출하는 데이터

타입 검출 장치와, 데이터의 타입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장치를 구비한다. 도 38은 모

바일 통신 단말기(1022)의 개념적인 구조도이다.

카메라 장치(1023)가 비정상을 검출할 경우 그 장치는 호출 서버(1021)에 비정상 상태가 발생했음을 통지하고 또한 비정

상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호출 서버(1021)는 인터넷(1024)을 통해 이미지 정보를 웹 서버(1025)

에 업로드하고, 동시에 모바일 통신 단말기(1022)에 이미지 정보가 갱신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메시지를 송신한다. 모바

일 통신 단말기(1022)는 수신된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고, 웹 서버(1025)에 액세스하

고,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웹 서버(1025)에 업로드되었던 이미지 정보를 다운로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바일 통신 단말기(1022)의 사용자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의 사용에 의한 전용 단말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없이도 비정상 상태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푸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e-메일의 자동 수신과, 재고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자

동 갱신을 포함한다. 전술의 시스템의 경우,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데이터 타입 검출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기동 장치를 제

공함으로써 다수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동시에 수신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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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모바일 텔레폰은 게임 기능과 메일 생성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타입의 모바일 텔레폰을 사용

함으로써 사용자는 연장된 시간 동안 조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는 동안에도 게임이나 메일

텍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바일 폰을 조작하고 있는 동안 입력 신호가 도달한다면, 그 때까지 수행되던

조작으로부터의 이미지 디스플레이는 갑자기 인터럽트되고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입력 호출의 통지를 제공하는 스크린 디

스플레이로 변경된다. 입력 신호는 단문 메시지와 e-메일뿐 아니라 텔레폰 호출과 관련한 신호를 포함하며, 스크린 디스

플레이는 동일 방식으로 스위칭된다.

특히, 전술의 SMS가, 단문 메시지 내에 저장된 식별 정보에 관련한 모바일 폰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여 그 애플

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서비스라면, 몇몇 경우에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은 입력 신호의 통지가 아니라

입력 신호에 의해 기동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통지이다. 가령,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기

동되었다는 통지,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었다는 통지,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통지, 또는 애플리케이

션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요청하는 통지일 수 있다.

게임이나 메일 텍스트 메시지의 생성이 부주의하게 발생하는 입력 신호 등의 도달의 통지에 의해 인터럽트될 때 느껴지는

성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의 종래 모바일 텔레폰(가령, 일본 미심사청구의 특허출원 공개 제 2002-223271호 참조)

에는 게임 동안 입력 신호의 도달이 생성되지 않도록 입력 신호의 도달의 대기 동작을 중단시키는 모드가 제공되어 있다.

도 39에서, 대기 동안, 음악 재생은 처리 단계 S1101에서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아 개시된다. 다음에, 입력 호출 신호가 처

리 단계 S1102에서 수신되면, 결정 처리 단계 S1103에서 플래그 F가 설정(set)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플

래그 F는 모바일 텔레폰이 대기 동작 중단 모드에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만약 플래그 F가 설정되어 있다면(즉, F=1이

라면), 입력 신호의 도달 통지 동작은 처리 단계 S1104에 의해 금지된다. 다음, 처리 단계 S1105에서, 음악 재생의 종료가

대기된다. 음악이 종료하면, 처리 단계 S1106에서 입력 신호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통지가 행해지며

루틴은 종료된다.

결정 처리 단계 S1103에서, 만약 플래그 F가 리셋(즉, F=0)이라면, 처리 단계 S1107이 수행된다. 처리 단계 S1107에서,

통상의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트린상에 통지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거나 또는 입력 신호의 도달을

나타내는 멜로디를 재생함으로써 통지가 수행될 수 있거나, 또는 진동기를 구동시킴으로써 통지가 수행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만약 사용자가 오프 훅(off-hook) 동작을 수행한다면, 처리 단계 S1108에서 대화 처리가 수행되고, 온 후크(on-

hook) 동작은 처리 단계 S1109에서 대기된다. 온 후크 동작이 검출될 경우, 처리 단계 S1110에서, 모바일 텔레폰은 음악

이 재생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되며 루틴은 종료된다.

또한, 종래,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입력 신호의 도달이 검출되면,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방법과,

게임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고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가 제공된 후에 게임이 개시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종래, e-메일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용 일본어 입력 기능을 갖는 모바일 텔레폰이 널리 사용된다.

모바일 텔레폰에는 숫자 키 0 내지 9뿐만 아니라 두개의 # 및 * 키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키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입

력하기란 어려우며, 다수의 조작 키가 필요하다. 일본어를 입력하는 것이 원래 난해한 것이지만, 보다 적은 문자 타입을 갖

는 영어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도 또한 난해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입력될 문자열에 대한 다수의 후보를 키 조작에 응답

하여 디스플레이하고, 입력될 문자열을 설정 조작을 수행하여 그 다수의 후보자로부터 선택하는 기능은 영어를 포함한 세

계 각국의 언어용 모바일 텔레폰에서 요청된다. 일본어가 입력될 경우, 다수의 동음 이의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퍼스널 컴

퓨터에서, 입력될 문자열에 대한 다수의 후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후보로부터 입력될 문자열을 설정 조작을 수행하여 설

정하는 기능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원래, 이러한 기능은 모바일 텔레폰의 일본어 입력 기능에도 요청되기도 한다.

이러한 타입의 일본어 입력 기능을 갖는 모바일 텔레폰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일본 미심사청구 특허 출원의 공개 번호 평

성제06-152711호 참조).

다음에, 일본어 입력 기능을 갖는 종래의 모바일 텔레폰의 일례를 사용하여 설명이 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타입의 장치에는 도 40에서 도시된 방식으로 배열되는 키들이 제공된다. "A I U E O"에 대한 5개의 가타카나 알파

벳 심볼(즉, 일본어 알파벳의 정방형 형태)이 번호 1의 키(901)에 할당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KA KI KU KE K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2의 키에 할당되며, "SA SI SU SE S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5의 키에 할당

되며, "HA HI HU HE H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6의 키에 할당되며, "MA MI MU ME MO"에 대한 가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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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7의 키에 할당되며, "YA YU Y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8의 키에 할당되며, "RA RI

RU RE R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9의 키에 할당되며, "WA WO N"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번호 0

의 키에 할당된다. 이에 부가하여, 변환 키 902 및 설정 키 903이 제공된다.

가령, 일본어 간지 문자(즉, 일본어를 쓰는데 사용되는 한자)로 "Tokyo"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TOUKIYOU"에 대한 가타

카나 알파벳 심볼이 지정된다. "T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은 번호 4의 키에 대응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U"에 대

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은 번호 1의 키 901에 대응하며, "KI"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은 번호 2의 키에 대응하며,

"Y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은 번호 8의 키에 대응하며, "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은 번호 1의 키 901에 대

응한다. 따라서, 만약 "41281"이 입력되고 변환키 902가 눌러지면, 후보자 "TOUTIYOU"가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로 디스

플레이된다. 만약 변환키 902가 다시 눌러지면, "Tokyo"가 일본어 간지 문자로 디스플레이된다. 만약 설정 키 903이 눌러

지면, 일본어 간지 문자로 기술되는 단어 "Tokyo"가 설정된다.

도 41에서, 스크린 상의 문자열의 디스플레이의 전이가 전술한 동작의 결과로서 910 내지 918 상태로 도시된다.

도 41에서, 일본어 간지 문자로 기록되는 "tomorrow"의 문자열의 입력이 설정되는 상태 910으로부터 숫자 키들이 순서적

으로 눌러진 바로 직후, 스크린 상의 문자 입력 영역에 숫자들이 디스플레이된다(상태 911 내지 915). 만약 변환키 902가

눌러지면, 이 숫자들은 가타카나 알파벳 문자로 변환된다(상태 916). "TOU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문자에 부가

하여 다른 일본어 단어가 숫자열 "41281"에 대응한다. 가령, "durability"에 대한 간지 심볼은 "TAIKIYUU"에 대한 가타카

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ninth" 및 "compensatory holiday"에 대한 간지 심볼은 "DAIK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

벳 심볼에 대응하며, "prenatal care of an unborn child"에 대한 간지 심볼은 "TAI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

에 대응하며, "worst luck" 및 (회사의 명칭인)"DAIKYO"에 대한 간지 심볼은 "DAI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

에 대응하며, "work strike" 및 "large undertaking"에 대한 간지 심볼은 "DAIG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

응하며, "search","pursuit" 및 "investigation"에 대한 간지 심볼은 "TUIK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

며, "low-class", "regular holiday" 및 "tennis"에 대한 간지 심볼은 "TEIK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

며, "supply" 및 "imperial capital"에 대한 간지 심볼은 "TEI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백화점 명

칭인)"TOKYU" 및 "throw a ball"에 대한 간지 심볼은 "TOUK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same

grade"에 대한 간지 심볼은 "DOUK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bullfighting"에 대한 간지 심볼은

"TOUGIYU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the same province","Taosim" 및 "copper mirror"에 대한 간

지 심볼은 "DOU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하며, "same profession"에 대한 간지 심볼은

"DOUG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에 대응한다. 주목할 것은 "DA"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TA"에 대한

가타카나 심볼 + 음성 일치를 나타내는 음성 사운드 심볼의 조합이기 때문에, "DA"에 대한 가타카나 대신에 "TA"에 대한

가타카나가 입력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DO"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심볼이 "TO"에 대한 가타카나 심볼 + 음성 일치를

나타내는 음성 사운드 심볼의 조합이기 때문에, "DO"에 대한 가타카나 대신에 "TO"에 대한 가타카나가 입력된다. 변환키

902를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이들은 스크린상에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마지막으로, 설정 키 903을 누름으로써,

"Tokyo"에 대한 간지 심볼이 설정된다(상태 918).

전술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기동 시스템에서는 다음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령, 사용자 단말기가 통신 서비스에 의해 커버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거나 혹은 전력이 턴오프되는 경우, 즉 사용자 단말기가 수신불가능한 상태에 존재하는 경우, 비

록 서버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SMS 메시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사용자 단말기에 지시하더라도, 그 애

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단말기가 SM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으므로 기동될 수 없다. 그 후, 사용자 단말기가 다시 통신 서비

스의 범위 내로 이동하게 되거나 혹은 전력이 턴온될 때, 즉 사용자 단말기가 수신가능한 상태로 될 경우, SMS 메시지가

수신되고,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어, 정보의 획득 및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서버에 의해 요청되는 정보

는 사용자 단말기가 수신불가능한 상태에 존재하는 시간 동안 유용성이 감소하거나 유용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주가 정보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 단말기가 일단 다시 수신가능하게 되어 SMS 메시지를

수신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더라도, 가장 최근 갱신 이전의 구 주가 정보만이 획득된다.

사용자 단말기가 지연된 SMS 메시지 수신에 기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여 유효 기간을 갖는 정보를 획득할 때 다음

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a) 사용자 단말기의 리소스들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

(b) 네트워크의 리소스들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

(c) 서버의 리소스들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오류 처리를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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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한 종래 기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에서 다음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메시지가 수신되고 모바일 텔레폰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메시지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커맨드를 사용하여 기동될

때, 만약 상기 메시지가 모바일 텔레폰에 인스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려고 한다면, 그 기동은 달성되지 않고

실패로 된다. 그러나, 그 메시지 컨텐츠는 여러 번 재송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가 송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텔레폰에서의 부하가 거대하여 사용자에게 커다란 불편을 야기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쉐어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유효 기간을 첨부하고 있고, 이 유효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

션은 메시지가 송신된다 할지라도 기동될 수 없다.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는 사용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모바일 텔레폰에 인스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려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송신될 것이다.

게다가, 모바일 텔레폰에 인스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제공

된 서비스의 삭제 설정 스크린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 웹을 트레이싱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전화 번호를 탐색하여

그에 전화하는 것과 같은 성가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텔레폰에 인스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다운로드 스크린을 나타내는 웹 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 웹 페이지를 트레이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유효 기간이 만료한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사용이 요청된다면,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다운

로드 스크린을 나타내는 웹 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 웹 페이지를 트레이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팝업 윈도우를 사용하여 스크린 상에 워닝(warning)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바일 텔레폰의 경우, 가령 모바일 텔레폰

이 서비스 영역 외부에서 서비스 영역 내로 복귀하는 경우, 만약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서버에 축적된 다수의 SMS 메시지가

수신되고 그 SMS 메시지에 대응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없다면, 모바일 텔레폰의 특성으로 인해 워닝을 나

타내는 다수의 팝업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팝업 윈도우를 닫는다면 애플리케이션

의 기동의 실패를 조언하는 정보는 나중에 확인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술한 종래의 기술의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에서, 만약 SMS 통지가 수신되면,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기능이 매

너 모드(즉, 모바일 텔레폰이 다른 방식, 가령 링 톤이 제공되지는 않고 대신에 진동기에 의해 진동이 발생되는 모드로 사

용되도록 설정되는 모드) 및 드라이브 모드(즉, 사용자가 현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텔레폰에 응답을 하

지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전화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통지가 행해지며, 그리고 링 톤이 제공되지 않고 대화가 종료되지

않고도 입력 신호의 도달이 입력 신호의 도달 이력 내에 기록되는 모드)와 같이 제한되는 상태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임의

의 제한없이 기동되어, 링 톤이 제공되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 42a 및 도 42b는 SMS 통지가 매너 모드로 실행될 때 종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만약 SMS 통지가 도 42a에 도시한 바와 같은 대기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동안 발생한다면, 종래에는, 모바일 텔레폰이 매

너 모드에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은 아무 제한없이 기동된다. 그 결과, 도 42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애플리

케이션 기동 디스플레이가 도시된다.

게다가, SMS에서, 단일 메시지 내에는 단지 소량의 데이터만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정보의 개요만이 전달되며,

그 정보의 세부사항은 나중에 그 정보의 논리적 위치(가령,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URL)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여 획득된

다. 그러나, 그 정보가 획득될 때 일련의 동작, 즉 1: SMS 푸시 메시지 수신, 2: 애플리케이션 기동, 3: 정보 획득(즉, 네트

워크 액세스)의 동작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볼륨 의존 과금 시스템(volume dependent charging system)과 같은 레이트

스케줄(rate schedule)하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경우, 통신 요금은 사용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갱신의 빈도 혹은 정보의

양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요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

는 장래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서, 교환될 데이터의 양은 데이터 통신 레이트가 증가할 수록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

용자에게 부과될 재정적인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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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바일 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성능 및 기능은 최근 몇년 동안 개선되었기 때문에, 장래에 방범 시스템의

통지 서비스(도 37 및 도 38 참조) 및 e-메일 자동 수신 서비스 등에 부가하여 다양한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사용자가 단일 모바일 통신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전달 서비스

를 수신할 수 있다면, 다수의 기동 메시지가 동시에 수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만약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전력 공급이 턴오프되거나 혹은 그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통신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있

는 동안 다수의 전달 서버가 전술한 기동 메시지를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송신한다면(혹은 기동 메시지가 다수의 서비스를

위해 단일의 서버로부터 송신된다면),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전력 공급이 다시 턴온되거나 그 단말기가 서비스 범위의 외

부에서 내부로 복귀할 때, 다수의 메시지가 단 시간 내에 거의 동시에 수신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그 메시지를 수신 순서로 처리한다면, 방범 시스템으로부터의 통지와 같은 매우 긴급한 정도의

통지 메시지의 처리가 나중으로 연기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술한 게임 기능과 메일 텍스트 생성 기능 등이 인스톨된 종래의 모바일 텔레폰에는 모바일 텔레폰의 동작시에 무

선부와 게임 모드의 동작을 중단시키는 모드를 포함하는 조작 모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타입의 모드는 만약 입

력 신호의 도달이 완전히 부정된다면 이해가 쉽지만, 실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입력 신호를 대기하면서 게임을

하고자 할 것이다. 게다가, 입력 신호의 도달을 부정하는 모드에서 메일의 텍스트의 생성을 수행하는 동작을 이해하는 것

은 어려우며, 모바일 텔레폰의 무선부 기능은 메일이 전송될 때에만 사용가능하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동작은 사용자를 혼

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 텔레폰 소프트웨어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멀티프로세싱 실행 환경이 제공된다. 이러

한 타입의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모바일 텔레폰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중이므로 게임 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백한

구별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서,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럽트한 태스크가 처리되는 동

안 현재 실행중인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배경 내에 감춰지고, 그 태스크가 종료하게 되면 인터럽트된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재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만약 입력 신호의 도달이 대기되는 동안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중이라면, 종래의 기술은 스크린

상에 예기치 못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가 나타나 동작의 오류나 사용자에게 성가심이나 놀라운 느낌을 발생시키는 문

제를 야기한다.

또한, 일본어 입력 기능을 갖는 종래의 모바일 텔레폰은 문자 입력 동안 순차적으로 입력되며 아직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

을 디스플레이한다. 만약 텔레폰의 입력 신호가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문자열을 선택하는 동작 중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가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를 위한 스크린으로 스위칭하며, 문자열의 선택 동작에 집중된 사용자의 생각은 중

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만약 그 선택이 대량의 후보자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디스

플레이함으로써 원하는 문자열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력 신호가 그 탐색 중에 도달하고 그 탐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입력 신호의 도달이나 텔레폰 대화가 종료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원래의 문자 입력 스크린으로 복구된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바일 텔레폰은 후보자가 디스플레이되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거나 설정되지 않은 열들은 상

실된다. 비록 후보자가 디스플레이되었을지라도, 사용자가 중단된 동작을 재호출하여 지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며, 만약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상실되었다면, 사용자는 키 조작 및 후보자 선택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 곤란

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는 목표, 즉

(a) 시간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가 사용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목표,

(b) 만약 SMS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시도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에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경보를 제공한다는

목표,

(c) 비록 SMS 통지(SMS 메시지)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기능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수신될 지라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예기치않게 기동되지 않는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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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축적된 통신 요금을 높은 값으로 산정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목표,

(e) 대량의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가 제공되면, 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들을 중요도의 순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f)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면서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동안 입력 신호의 도달과 관

련한 통지가 디스플레이될 때 발생하는 조작의 오류 혹은 성가신 느낌을 감소시키고 사용자 우호성을 개선한다는 목표,

(g) 문자 입력 조작 동안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레이된다면, 사용자가 설정 동작을 수행할 때까지 입력 신호의 도

달의 통지를 중단하지 않는 목표를 수행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정보 제공 시스템, 프로그램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

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서버에게 사전결정된 정보를 요청하여 그 정보

를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수신부가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할

때 그 메시지에 유효 기간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유효 기간에 기초하여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시

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판정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의 정보 제공 시스템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유효 기간이 부착되며 사전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이 모바

일 통신 단말기에서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메시지 송신부 및 상기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상기 기동된 애

플리케이션에 의해 요청된 사전결정된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부가 제공된 서버와, 상기 서버에 의해 송신되는 애플리

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서버에게 사전결정된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수신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저장부, 유효 기간이 상기 메시지에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유효 기간에 기

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제어부가 제공된 모바일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

와, 사전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가 상기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될 때, 유효 기간이 그 메시지

에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와, 상기 유효 기간에 기초하여, 저장되어 있는 지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의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가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는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단말

기, 네트워크 또는 서버의 리소스들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

신된 메시지에 기반하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기동부와, 상기 기동부가 상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메시지 데이터로서 알리는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

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상기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된 상기 메시지에 기초하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기동

시키는 기동 처리와, 상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기동 처리에서 기동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메시지 데이터로서 알리는

정보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의하면, 만약 SMS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가 수신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나타내는 정보가 메시지 데이터로서 생성된다. 그 결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경보를 알릴 수 있

다.

본 발명의 제 3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동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메시지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저장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저장하고 또한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기동 인스트럭션에 의해 기동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

내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수신부가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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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포함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저장부 내의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와 대조함으로써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리고 상기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애

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3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동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메시지와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그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가 수신 처리에 의해 수신될 때,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리케이

션이 기동 인스트럭션에 의해 기동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대조함으로써 그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가능한지

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와, 판정 처리의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한

다.

본 발명의 제 3 측면에 의하면, 비록 기동을 위한 SMS 메시지와 같은 통지가 사용자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

하는 매너 모드와 같은 상태에서 수신되더라 할지라도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부과되는 액세스 부과량과 축적된

통신 요금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축적된 통신 요

금이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식별 정보, 저장부 내의 축적된 통신 요금, 및 저장부 내의 액세스 부

과량에 기초하여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4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

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처리와, 축적된 통신 요금이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식별 정

보, 저장되어 있는 상기 축적된 통신 요금, 및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부과되는 부과량에 관한 정보에 기

초하여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4 측면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높은 비용의 축적 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한,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이 축적된 통신 요금에 기초하여 기동되지 않을 때를 통지함으로써, 사용자는 축적된 통신 요

금이 상한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제 5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도록 지시하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

장부와, 다수의 미처리된 메시지가 저장부에 저장될 때, 제각기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리스트 생성부와, 그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리스트에 디스플레이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선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5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

도록 지시하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 처리와, 다수의 미처리된 메시지가 저장될 때, 제각기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리스트 생성 처리와, 그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처리와, 리스트

에 디스플레이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선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5 측면에 의하면, 다수의 기동 메시지가 거의 동시에 수신되고 그리고 다수의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가 존재

한다면,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가 생성되어 디스플레이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기

동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할당한 메시지로부터 처리를 개시

할 수 있고, 그에 의해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통지

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사용자에 의한 키의 해제 이후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며, 입력 신호의 도달이 완료했을

때, 측정된 경과 시간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부 상에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6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처리와, 사용자에 의한 키의 해제 이후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키 모니터링 처리와, 입력 신호의 도달이 완료했을 때, 키 모니터링 처리에 의해 측정된 경과 시간에 기초

하여 통지의 디스플레이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6 측면에 의하면,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면서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을 때 입력 신호의

도달과 관련한 통지가 갑자기 디스플레이될 때 발생하는 성가심과 놀라움의 느낌을 감소시키며 그에 따른 조작 오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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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차단시킬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동작을 특정 모드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할 필요없이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동작의 모든 측면에서 본 발명의 효과를 획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모

바일 통신 단말기를 제공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제 7 측면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 생성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문자 입력 조작 동안 디스플레이부 상에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

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스플레이부 상에 통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있을 때, 디스플레이부 상에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

플레이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통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7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컴퓨터 상에서,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 생성되는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통지 디스플레이 처리와, 문자 입력 조작 동안 디스플레이부

상에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처리와, 통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있을

때, 디스플레이부 상에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통지의 디

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 7 측면에 의하면,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문자 입력 조작 동안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 중이라면, 입력 신호

의 도달의 통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 동작을 수행할 때까지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에 의한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획득한다. 그 결과, 텔레폰 대화가 종료한 후, 그리고 스크린이 원래의 문자 입력 스크린

으로 복귀한 후에, 다음의 문자 입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입력 조작을 통한 일부분의 처리가 완료한 작업은 낭비되

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집중이 중단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성가심의 느낌을 야기하지 않고도 사용이 편리한 모바

일 통신 단말기를 제공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는 전술한 측면의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제 1 실시예)

본 발명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동 인스트럭션이 서버에서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제공될 때 유효 기간이 설정되며, 모바일

통신 단말기는 유효 기간이 만료한 기동 인스트럭션을 준수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애플리케이션 기동에 기반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본 발명은 서버가 사용자에

게 주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에 도시한 시스템은 주가 정보 서버(1)와, 상기 주가 정보 서버(1)로부터 사용자에게 SMS 메시지를 송신하는 SMS 서

버(6)와, 사용자에게 속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서 기능하는 사용자 단말기(7)와, 상기 주가 정보 서버(1), 상기 SMS 서

버(6)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7)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모바일 교환 시스템(8)에 의해 형성된다. 모바일 교환 시스템(8) 및

사용자 단말기(7)는 2개의 송신 경로, 즉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트래픽 채널과 SMS(즉, 푸시 메시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페이징 채널에 의해 접속된다.

주가 정보 서버(1)는 증권 거래소 및 증권 회사로 형성되는 증권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주가 정보 서버(1)는 로컬 주가 데

이터베이스(DB)(3)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4)를 갖는다. 거래중인 주가에 관한 정보는 로컬 주가 데이터베이스(3)

에 기록되며, 그 주가 정보는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주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주식종목

의 명칭, 보유 주식의 수, 사용자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구입가 등은 미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4)에 기록된다. 도 2는 로컬

주가 데이터베이스(3)에 기록된 컨텐츠의 예를 도시하며, 도 3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4)에 기록된 컨텐츠의 예를 도시한

다.

주가 정보 서버(1)가 증권 네트워크(2)로부터 주가에 관한 갱신 정보를 수신할 경우, 갱신된 주식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4)에 기록된 주식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이 행해진다. 만약 그 갱신 주식들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4)에 기록된 주식이

라면, 갱신 기동 처리가 행해진다. 이 갱신 기동 처리에서, 먼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를 위한 주가 갱신 정보가

로컬 주가 데이터베이스(3)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4)에 저장된 정보로부터 생성되며, 임시 저장부(5)에 공간이 획득되

며 이 공간에 정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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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주가 정보 서버(1)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4)에 저장된 사용자의 SMS 어드레스로의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 도

5에 도시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일을 전송한다. 이러한 기동 메일의 컨텐츠 내에는 이 메일이 특수 메시지라는 것(즉, 애

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지시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2바이트의 바이너리 코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코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 및 이 메일의 유효 기간의 일시가 기록된다.

사용자 단말기(7)가 SM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SMS 메시지는 SMS 서버

(6)와 모바일 교환 시스템(8)을 거쳐 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된다.

사용자 단말기(7)가 SMS 메시지를 수신할 때의 처리의 플로우챠트가 도 7에 도시된다.

사용자 단말기(7)가 전술한 SMS 메시지를 수신할 때, 먼저 SMS 메시지의 텍스트의 최초의 2개 바이트가 인식되고, 그들

이 그 메시지가 특수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이너리 코드인지에 대한 판정이 행해진다(단계 S1). 만약 그 메시지가

특수 메시지가 아니라면, 통상의 SMS 메시지 수신 처리가 수행된다(단계 S2). 만약 그 메시지가 특수 메시지라는 것을 바

이너리 코드가 나타내면, 기동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판독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톨될 때에 등

록된 도 8에 도시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상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정이 행해진다(단계 S3). 만약 기동될 애플리케

이션 코드가 그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기동되지 않으며, 기동되지 않는 이

유가 로그(log)에 기록된다(단계 S6). 다음, 유효 기간이 그 기동 메시지에 부착되는지에 관한 판정과, 그 기동 메시지가 유

효 기간 내에 수신되는지에 관한 판정이 행해진다(단계 S4). 만약 기동 메시지가 유효 기간 내에 수신된다면, 그 애플리케

이션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된다(단계 S5). 만약 기동 메시지가 유효 기간 내에 수신되지 않는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기동되지 않으며, 기동되지 않는 이유가 로그에 기록된다(단계 S6).

기동 메시지가 유효 기간 내에 수신되는지에 관한 판정(단계 S4)은 도 9에 도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먼저, 유효 기간의 시각이 절대 시각(가령, 2003년 9월 11일 9:48 AM 0초)으로서 그 메시지 내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한

체크가 행해진다(단계 S11). 절대 시각은 UNTL 헤더(도 5 참조)와 함께 기록된다. 따라서, UNTL 헤더가 메시지 내에 기

록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정이 행해지고, 만약 기록되어 있다면 그의 절대 시각은 유효 기간의 시각으로서 간주된다(단계

S12). 만약 UNTL 헤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효 기간이 그 메시지 내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체크된다(단계 S13). 유

효 기간이 WHLE 헤더(도시안됨)와 함께 기록된다. 만약 WHLE 헤더가 메시지 내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유효 기간과

SMS 메시지의 헤더 내에 기록되어 있는 주가 정보 서버(1)로의 메시지의 저장 시각을 가산함으로써 획득된 값은 유효 기

간의 시각으로서 계산된다(단계 S14).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 서버(여기서는 주가 정보 서버(1))로부터 SMS 서버(6)로의

메일의 전송은 즉시 수행되며, 메시지 저장 시각과 정보 제공 서버가 그 메시지를 송신할 때의 시각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UNTL 헤더나 WHLE 헤더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도 10에 도시된 애플리케이션 타입의 리스트가 체크된다(단

계 S15). 애플리케이션 타입 리스트에서, 유효 기간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타입에 대해 기록된다. 애플리케이션의 타입

은, 가령 주가 서비스, 기상 예보 서비스, 뉴스 서비스, 알람 서비스, 게임 등을 포함한다. 유효 기간이 기록된다면, 이 유효

기간과 SMS 메시지의 헤더에 기록된 서버로의 메시지의 저장 시각을 가산함으로써 획득되는 값은 유효 기간의 시각으로

서 계산된다(단계 S16). 만약 유효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령 2099년 12월 31일과 같이 유효 기간이 없거나 비실

용적인 유효 기간이 설정된다(단계 S17)

사용자 단말기(7)는 메일에 첨부된 파라미터를 갖는 애플리케이션 strenew를 기동시킨다. 애플리케이션 strenew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가 정보 서버(1)로부터 갱시된 정보를 획득한다. 필요하다면, 사용자 단말기(7)는 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만약 갱신을 위한 액세스가 애플리케이션 strenew로부터 행해진다면, 주가 정보 서

버(1)는 상기 임시 저장부(5)를 검색하여 사용자 코드와 일치하는 모든 갱신된 정보를 모바일 교환 시스템(8)을 거쳐 트래

픽 채널을 통해 송신한다. 데이터 송신이 종료하게 되면, 갱신 정보는 임시 저장부(5)로부터 삭제된다. 사용자 단말기(7)가

갱신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이 단말기는 주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디스플레이하며 도 11에 도시된 갱신된 통지 스크

린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주가 정보 서버(1)는 다운로딩이 종료된 사용자용 주가 갱신 정보를 삭제하고

그 주가 갱신 정보용으로 획득되었던 저장 공간을 해제한다. 그 날에 대한 거래가 종료할 때, 그 날을 요약하는 갱신 정보

가 생성되며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갱신이 행해진다.

전술한 것은 본 발명이 사용자에게 주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버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

고 주가 정보 서버(1)가 e-메일 서버(즉, 정보 제공 서버)로서 사용되는 일예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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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다. 가령, 본 발명은 주가 정보 서비스, 기상 예보 서비스, 뉴스 서비스, 알람

서비스 및 게임과 같이 도 10에 기술된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다. 기상 예보 서버, 뉴스 서버,

알람 서버, 게임 서버 등은 제각기 각각의 경우의 서버로서 사용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사용자 단말기(7)로서 기능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에서, CPU(10)는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며, 또한 주가 정보 서버(1)와 같은 서버로부터의 SMS 메시지에 유효 기간이

첨부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CPU(10)는 그 메시지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고, SMS 메시지에 포함된 인스트럭션에

기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한다. 통신부(11)는 서버와의 SMS 메시지 및 e-메일 통신을 수행하며, 통상의 모바

일 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통신 기능을 갖는다. 애플리케이션 저장부(12)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은 다수의 서

비스에 해당하는 다수의 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및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

효 기간 등은 애플리케이션 저장부(12)에 기록된다. 키 및 디스플레이부(13)는 조작 키를 구비하여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주가 정보와 같은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ROM(14)은 CPU(10)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RAM(15)은 태스크를 작업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 2 실시예)

본 발명에서, SMS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시도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나타

내는 기동 오류 메시지가 생성 및 디스플레이되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와 관련한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3에서, 컨텐츠 서버(101)에 의해 모바일 텔레폰(102)으로 향해 전달되는 정보는 패킷 네트워크(103)를 거쳐 SMS 서

버(104)에 의해 수신된다. 만약 모바일 텔레폰(102)이 CDMA 타입의 텔레폰이라면, SMS 서버(104)는 페이징 채널을 통

해 푸시 메시지르 송신하며, 송신된 푸시 메시지는 모바일 텔레폰(102)에 의해 수신된다. 이러한 경우, 모바일 텔레폰

(102)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거나 푸시 메시지의 송신과 동시에 트래픽 채널을 통해 텔레폰 통화를 수행할 지라도, 메시

지 수신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모바일 텔레폰(102)이 푸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 텔레폰은 이 푸시 메시지에 해당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며, 트래픽 채널을 통한 데이터 통신을 위해, 패킷 제공 데이터 노드(PSDN)(105)를 거쳐 컨텐츠

서버(101)과 통신을 개시한다. 본 실시예에서, SMS는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사용되지만, SMS 대신에 e-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서 기능하는 모바일 텔레폰(102)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제어부(123)가 안테나(121) 및 무선부(122)를 통해 푸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 제어부는 SMS 론처(124)를 기동시킨

다. 제어부(123)는 음성 처리부(125), 조작부(126), 디스플레이부(127), SMS 론처(124), 메일러(128), 및 애플리케이션

부(129)의 통합 제어를 수행한다.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부(129)에 저장된다.

SMS 론처(124)에는, 푸시 메시지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해석하는 유닛과, 상기 해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애플

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유닛과,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킬 수 없을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오류 메시지와

푸시 메시지의 정보를 포함하는 SMS 메시지(이후에 기동 오류 SMS 메시지로 지칭됨)를 생성하는 생성 유닛과, 기동 오류

SMS 메시지를 상기 메일러(128)에게 송신하는 송신 유닛이 제공된다. 메일러(128)는 푸시 메시지 및 e-메일을 수신 및

저장하고, 조작부 사용자에 의한 조작에 기반하여 디스플레이부(127)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15는 SMS 론처(124)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낸다.

모바일 텔레폰(102)이 SMS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단계 S101), SMS 메시지는 SMS 론처(124)로 송신된다. SMS 론처

(124)는 SMS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S102). 만약 SMS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아니라면, SMS 메시지가 단지 단문 메시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메일러(128)로 송신된다.

만약 SMS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라면, SMS 메시지는 해석된다(단계 S103). 애플리케이션 명칭 혹은 푸시

메시지 서비스 명칭, (텔레폰 번호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연락처, 혹은 (본 실시예의 경

우, 서비스 삭제 설정 URL이 사용되는) 서비스를 위한 설정 URL, 및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경우에 요청되는 파라미터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로부터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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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부(129) 내의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의 해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동된다

(단계 S104).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없다면(즉, 단계 S105에서의 판정의 결과가 아니오라면), 애플리케이션 명

칭 혹은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푸시 메시지 서비스 명칭, 서비스 삭제 설정 URL 어드레스,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오류 메시지, 및 푸시 메시지가 수신된 시각이 텍스트 데이터 기동 오류 SMS 메시지로서 생성된다

(이러한 것은 SMS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e-메일과 같은 메시지 데이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단계 S106). 다음에

이러한 메시지는 메일러(128)에게 송신된다(단계 S107).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수 없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텔레폰 상에 인스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애플리케이션의 유효 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실과, 혹은 SMS 메시지에 포함된

SMS 메시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한 사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6은 SMS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통상의 SMS 메시지는 단문 텍스트 메시지이지만, 애플리케이션 기동을 위한 SMS 메시지는 바이너리 데이터이다. 애플리

케이션을 기동시키기 위한 SMS 메시지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다. 그 SMS 메시지는 가령, 서비스의 명칭,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명칭,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서

비스 제공자의 텔레폰 번호, 서비스 제공자의 URL, 서비스 제공자의 e-메일 어드레스,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텔레폰 번

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URL,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도 16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의 예에는 SMS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기 위한 SMS 메시지인지 혹은 통상의 텍스트

SMS 데이터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헤더와, 푸시 메시지의 서비스의 명칭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서비스 삭제 설

정 URL 어드레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킬 때 요청되는 파라미터가 포함된다. 주목할 것은 서비스 삭제 설정 URL 어

드레스 대신에, 서비스 지속 설정 URL 혹은 서비스 가입자 설정 URL이 사용될 수도 있거나 혹은 이러한 모든 것 외의 것

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 17은 기동 오류 SMS 메시지의 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주가 정보 서버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의 예이다.

메일러(128)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혹은 SMS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기동된다. 만약 메일러(128)가 기동 오류 SMS 메

시지를 수신한다면, 그 메일러는 그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것을 판독되지 않은 SMS 메시지 혹은 e-메일로서 디스플레이한

다. 송신기 및 타이틀이 기동 오류 SMS 메시지에 포함되므로, 기동 오류 SMS 메시지의 컨텐츠들이 도 17의 좌측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리스트로서 디스플레이된다면 그 컨텐츠들을 즉시 조사할 수가 있다. 만약 사용자가 기동 오류 SMS 메시지

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도 17의 우측에 도시되며, 기동 오류가 발생한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명칭, 및 서비스 삭제

설정이 행해질 수 있는 URL이 디스플레이된다.

만약 사용자가 주가 정보 서비스의 종료를 원한다면, 간단히 도 17에 도시된 삭제 설정의 URL을 선택함으로써 브라우저

는 기동되며, 일단 사전결정된 설정이 행해지면 그 서비스는 삭제될 수 있다. 또한, 비록 도면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만약

텔레폰 번호가 서비스 삭제 설정 대신에 SMS 메시지 내에 포함되고 이 텔레폰 번호가 선택된다면, 서비스 제공자로의 텔

레폰 호출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기동 오류 메시지의 데이터가 사용자가 그 기동 오류 SMS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한 SMS 메시지로서 보유하고 있

으므로, 만약 사용자가 기동 오류 SMS 메시지를 관찰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액세스한다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애플리케이

션 기동 서비스의 오류를 삭제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다음의 효과, 즉 (a) 만약 SMS 메시지가 수신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시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그의

정보를 메시지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것을 메시지 데이털서 저장하며 그것을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보(워닝)를 제공할 수 있으며, (b) SMS 메시지가 수신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에 오류가 존재하고, 서비스 제공자 정

보가 텍스트 메시지로 변환되어 디스플레이되고, 그 메시지가 선택된다면, (브라우저를 기동시키기 위한 URL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연관된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서비스를 쉽게 종료할 수 있거나, 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거나, 혹

은 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c) 대량의 SMS 메시지가 동시에 수신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시에 오류가 존재할지라

도, 그 SMS 메시지가 메시지 데이터로서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팝업 윈도우 상에 기동 오류 SMS 메시지를 디스플레

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팝업 윈도우를 닫는 것 같은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필요없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오류

에 대한 이유를 메시지 데이터로서 관찰할 수가 있으며, (d) 메시지 데이터 내에 송신기 정보 및 타이틀을 포함함으로써 사

용자는 SMS 리스트를 관찰할 경우 SMS 메시지의 컨텐츠를 즉시 조사할 수가 있다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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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기동 오류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것을 스크린상에 텍스트 혹은 팝업으로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그의 컨텐츠에 관해 통지하는 것 이외에, 통상의 메시지를 신규 도달 메시지로서 디스플레이하거나, LED 등의 턴온이나

점멸이나, 진동기 들을 사용한 진동이나, 스피커 등을 사용한 사운드 출력에 의해 통상의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SMS 통지(즉, 메시지)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상

태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상태로 인해 기동이 제한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시도는 행해지지 않는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도 18은 다른 모바일 단말기(202) 혹은 PC(203)로부터 cdma2000 1x와 1xEVDO를 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하이브리드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201)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기동을 위한 푸시 타입의 SMS 통지가 행해질 경우의 네

트워크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모바일 단말기(202)로부터 통지가 행해질 경우, 그것은 cdma2000 1x 베이스 스테이션(204), 교환 스테이션(205), 인터

넷과 같은 전화선 네트워크(206), 교환 스테이션(207), 및 cdma 2000 1x 베이스 스테이션(208)을 거쳐 전달된다. PC

(203)로부터 통지가 행해질 경우, 그것은 인터넷 네트워크(IP 네트워크)(209), 게이트웨이(G.W.)(210), 교환 스테이션

(207), 및 cdma2000 1x 베이스 스테이션(208)을 거쳐 전달된다. 모바일 단말기(201) 및 PC(203) 간의 고속 패킷 통신은

IP 네트워크(209), 교환 스테이션(211), 및 1xEVDO 베이스 스테이션(212)을 거쳐 수행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9에서, ROM부(219)에 저장된 SMS 론처(391)에는 모바일 단말기(202) 혹은 PC(203)로부터 SMS 통지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해석하고 매너 모드에 있을 때 애플리케이션 기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유닛이 제공

된다.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은 RAM부(220) 내의 애플리케이션부(402) 내에 저장된다. 애플리케이션 정보 및 자동 기동이 가능

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는 전술한 판정에 필요하며, RAM부(220) 내의 데이터베이스(401) 내의 각각의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저장된다.

이에 부가하여,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는 통상의 모바일 텔레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음성 처리부(214), 송신부(215), 수

신부(216), 디스플레이부(217), 조작부(218), 안테나(221), 무선부(222) 등이 제공된다. 또한 제어부(213) 내의 CPU용

프로그램이 ROM부(219) 내에 저장된다.

도 20은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해석하고 판정을 수행하기 위해 SMS 론처(391) 내의 판정 유닛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

스(401)의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0에서, A열은 모바일 단말기(201) 내에 인스톨된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번호를 도시하며, B열은 그의 애플리

케이션의 명칭을 도시한다. C열은 통상 운영을 위한 자동 기동 설정의 ON/OFF 분류를 도시하며, D열은 매너 모드를 위한

자동 기동 설정의 ON/OFF 분류를 도시한다. 이 ON/OFF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기동되는지 혹은 자동으로 기동되

지 않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데이터 항목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저장된다(여기서 00 내지 10).

가령, 애플리케이션 번호 01에 대해 기록된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은 통상의 동작 동안 자동 기동 설정이 ON일 경우 기동

되지만, 매너 모드에서 자동 기동 설정이 OFF일 경우 기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사용자가 매너 모드에서 자동 기동 제

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효과적이다. 애플리케이션 번호 10에 대해 기록된 GPS 애플리케이션은 자동

기동 설정이 ON일 경우 통상 모드에서 기동된다. 또한, 그것은 자동 기동 설정이 ON일 경우 매너 모드에서 기동된다. 이

러한 것은 사용자가 매너 모드에서 자동 기동 설정 제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효과적이다.

전술한 구조에 기반한 동작은 도 21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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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213)가 안테나(221) 및 무선부(222)를 거쳐 SMS 통지를 수신할 경우, 제어부는 SMS 론처(391)를 기동시켜 SMS

통지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해석한다(단계 S201). 즉, 제어부는 SMS 통지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데이터베이스(401) 내의 각각의 정보를 대조하며, 데이터베이스(401) 내의 정보와 정합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해,

도 20의 D열에 기반한 매너 모드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ON/OFF 설정을 결정한다(단계 S202). 또한, 제어부(213)

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현재 매너 모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자동 기동이 매너 모드에서 ON인 경우라면 기

동 처리(S203)를 수행한다. 만약 자동 기동이 매너 모드에서 OFF라면, 기동 무효 처리가 수행되며 이러한 것은 디스플레

이부(217)에 디스플레이된다(단계 S204).

도 22a 및 도 22b는 SMS 통지가 매너 모드에서 제공될 경우 본 실시예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a에 도시한 대기 디스플레이 동안 SMS 통지가 도달하고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매너 모드에 놓여지고, 애플리케이션

이 판정 결과에 따라 기동될 수 없을 경우에, 타임스탬프 및 이유를 포함하는 SMS 통지에 기반하여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

동 결과는 도 2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팝업 윈도우 혹은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의해 도시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이러

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용자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력 신호의 도달 램프의 플래싱 패턴에 의해 알 수가 있

게 된다.

판정 결과가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사전결정된 시간 이후에 또다른 판정이 행해질 수 있으며, 만약 매너 모

드가 삭제되었다면 기동이 가능하거나 혹은, 매너 모드가 사전결정된 기간 내에 삭제된다면 기동이 가능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매너 모드에서 가능한지에 관한 판정의 설명이 행해진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모

바일 통신 단말기의 일부 기능 혹은 다른 기능이 매너 모드 이외의 모드, 가령 인접 사람들에 방해를 가하지 않도록 사운드

혹은 광을 제공하는 모드, 즉 드라이브 모드, 에너지 보존 모드(디스플레이를 흐리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모드), 무음 모드(즉, 링 톤이나 진동을 작동시키지 않는 모드)로 제한되는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이 가능한지에 관

한 판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모드에서 자동 기동 설정은 ON 혹은 OFF 만의 설정일 것이다. 만약 자동

기동 설정이 단지 OFF이고, 설정이 행해지지 않으면, 자동 기동은 이 모드로 행해진다. 만약 자동 기동 설정이 ON 이고 설

정이 행해지지 않으면, 자동 기동은 이 모드로 행해지지 않는다.

(제 4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푸시 메시지가 수신될 때마다, 기동될 애플리케이션과 그의 코스트가 체크되며, 그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

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함으로써 생성되는 요금에 부가되는 축적된 통신 요금의 합이 축적된 통신 요금에 대한 상한 설정치

를 초과할 것인지에 관한 체크가 행해진다. 그 애플리케이션은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동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SMS 시스템의 구조도는 제 2 실시예를 언급하는 도 13의 구조도와 동일하며, 그의 전체 동작은

제 2 실시예와 동일하다.

즉, 도 13에서, 컨텐츠 서버(101)는 모바일 단말기(102)의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위한 정보를 패킷 네트워크(103)를 통

해 전송한다. SMS 서버(104)는 이 정보를 수신하고, 이 정보를 푸시 메시지로서 통상의 페이징 채널을 통해 모바일 단말

기(102)로 전송한다. 모바일 단말기(102)는 푸시 메시지를 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하며, 그 결과 페이징 채널과 나란한

트래픽 채널을 통해 데이터 통신 및 대화를 수행할 수가 있다.

모바일 단말기(102)가 푸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 푸시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한다. 이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채널을 통한 PSDN(105)을 통해 컨텐츠 서버(101)를 사용함으

로써 통신이 개시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서 기능하는 모바일 단말기(102)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4a 및 도 24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제 4 실시예의 구조 및 동작은 도 23, 도

24a 및 도 24b를 사용하여 기술될 것이다.

먼저, 푸시 메시지 수신부(521)는 SMS 서버(104)로부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다(도 24a의 단계 S501). 수신된 푸시 메시

지의 컨텐츠는 푸시 메시지 해석부(522)에 의해 해석되며(S502),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지가 결정된다. 그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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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식별하는 ID는 푸시 메시지 내에 포함되며, 이 ID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는 사

전에 모바일 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축적부(523) 내에 저장되어 있다.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부(529)

내에 저장된다.

애플리케이션 정보 구조의 일예는 도 25에 도시된다.

이 애플리케이션 정보는 푸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시 메시지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기동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도 23에 도시된 네트워크 액세스부(524)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금이 생성될 것이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도 23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동부(525)는 기동이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기동될

것이지의 여부를 체크하고(S503), 만약 자동 기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애플리케이션은 기동되지 않는다. 이 때,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한 통지를 행하기 위한 설정이 행해졌다면, 통지부(526)는 사용

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한편, 만약 자동 기동이 설정되었다면,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사용하여 컨텐츠의 사용에 요금

이 부과될 것인지에 관한 체크가 행해진다(S504). 만약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된다(S505). 만약

통지 설정이 행해졌다면, 애프리케이션이 기동되었다는 통지가 사용자에게 행해진다. 만약 컨텐츠의 사용으로 요금이 부

과된다면, 요금이 체크된다.

만약 컨텐츠의 사용으로 요금이 부과되면, 애플리케이션 기동부(525)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네트워크에 액세스함으

로써 발생되는 요금에 현재의 축적된 통신 요금의 합이 사용자를 위해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축적된 통신 요금의 상한값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S506). 만약 이 합이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된다(S505).

만약 합이 상한값을 초과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은 기동되지 않는다. 이 때, 자동 기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에

게 통지하는 설정이 행해졌거나 혹은 자동 기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설정이 행해지지 않았거

나에 상관없이, 통지부(526)에 의해 사용자에게 통지가 행해진다(S507). 그 결과, 사용자는 축적된 통신 요금이 설정되어

있는 축적된 통신 요금의 상한값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필요하다면, 사용자는 상한값을 높이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유닛(도시안됨)을 사용할 수가 있다.

통지부(526)는 스피커, LED, LCD, 및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운드, 광, 스크린 디스플레이, 진동 등으로 통지

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 24b는 애플리케이션 기동에서 행해진 사용자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플로우챠트이다.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될 경우(S511),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지가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체크가 행해진다.

(S512). 만약 통지가 설정되었다면, 애프리케이션이 기동되었다는 통지가 사용자에게 행해진다(S513).

도 26은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대한 조건과 애플리케이션 기동 조건들 간의 관계 매트릭스를 도시하고 있다.

요금이 부과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데이터 통신이 수행되거나 서비스가 수신될 경우, 요금은 통신 요금 계산부

(527)에 의해 계산되며, 통신 요금 정보는 통신 요금 정보 축적부(528)에 축적된다. 또한, 축적된 통신 요금은 갱신된다.

만약 통신 요금이 매월 통신 요금으로서 계산된다면, 각각의 월의 말에 축적된 요금을 리셋하는 처리가 행해진다.

일부의 경우, 축적된 통신 요금의 상한값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사용자는 요금에 신경을 쓰지 않으

며 정보를 계속하여 획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정보의 속성값으로서 아래에 기술하는 바

와 같은 설정을 부가할 수가 있다. 가령,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기동과 네트워크 액세스가 허용되는 설정이나,

사용자의 기호 및 수신 간격에 따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설정이 이러한 것에 기반하여 제어

된다. 대안적으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축적된 통신 요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

한값을 설정할 수가 있다. 도 27은 애플리케이션 정보의 확장된 예이다.

만약 축적된 통신 요금의 상한값에 도달하게 되고 자동 기동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SMS 서버(104)에 의해 후속의 푸시

메시지가 송신되지 않는 설정을 만들 수가 있다. 특히, SMS 서버(104)로 송신 중단 요청이 송신되며, 사용자가 축적된 통

신 요금의 상한값을 높이거나 축적된 통신 요금을 재설정하는 것 중의 하나를 수행할 경우, 송신을 재개하는 요청이 SMS

서버(104)로 송신되고 SMS 서버(104)는 송신을 재개하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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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의하면, 애플리케이션 기동과 관련한 통지가 행해지지 않도록 설정이 행해졌다하더라도, 통신 요금의 상한값

에 도달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러한 사실과, 자동 기동이

존재하는 통상의 동작 간의 구별을 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통신 요금의 상한값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사용자의 축

적된 통신 요금의 상한값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푸시 메시지의 수신에 의해서는 기동되지 않도록 설정을 행함으로써,

비록 레이트 스케쥴이 볼륨 의존 과금 시스템일지라도, 사용자는 통신 비용을 고정된 양 미만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자동

기동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리소스 소비를 제어하여 배터리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제 5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다수의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가 존재할 경우, 그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

가 생성 및 디스플레이되며, 사용자는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리스트에 기초하여 기동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

택할 수가 있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8에서, 무선부(601)는 무선 링크를 거쳐 서버와의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수행한다.

메시지 송신 및 수신부(602)는 무선부(601)를 거쳐 서버 및 다른 단말기와 SMS 메시지 데이터를 교환한다.

메시지 해석부(603)는 수신된 SMS 메시지를 해석하며 수신된 SMS 메시지가 통상의 SMS 메시지인지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인지를 판정한다.

기동 메시지 저장부(604)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를 임시로 저장한다.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킨다.

애플리케이션 A, B, C로 도시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606)은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SMS 메시지 애플리케이션(607)은 통상의 SMS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송신 및 수신한다. 또한, SMS 메시지 애플리케이

션(607)은 메일을 생성하고 메일을 판독하는데 사용된다.

디스플레이부(608)는 가령, 메시지 및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며, 다수의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이에 부가하여, 도면에서는 생략되었지만, 통상의 모바일 텔레폰 기능을 구성하는 부분, 가령 키패드와 같은 조작부, 전체

단말기를 제어하는 제어부, 메모리 등이 본 구조에 포함된다.

다음에, SMS 메시지가 수신될 때의 동작의 설명이 도 29의 플로우챠트를 통해 기술될 것이다.

메시지들은 크게 두개의 타입, 즉 SMS용 통상의 메시지와 푸시 전달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이다. 메시지들간

의 구별은 헤더에 포함된 식별자를 사용하거나 메시지 데이터의 프런트 부분에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를 나타내는 코

드를 내장하고 다음에 이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 후자의 포맷을 갖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를

사용한 설명이 행해진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를 나타내는 코드가 메시지 데이터의 프런트 부분에 다수의 바이

트(여기서는 N바이트로 취해짐)로 하우징되며, 이에 후속하여, 기동될 애플리케이션과 기동할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요청

되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결정하는 코드가 존재한다.

서버로부터 송신되는 메시지는 무선 링크를 통해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 송신된다. 무선부(601)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며,

그 메시지가 SMS 메시지라면, 그것을 메시지 송신 및 수신부(602)로 송신한다(단계 S601). 만약 수신된 데이터가 통상의

데이터라면, 그 메시지 송신 및 수신부(602)는 메시지 해석부(603)에 그 수신된 데이터를 해석할 것을 지시한다(S602).

메시지 해석부(603)는 메시지 데이터의 프런트 N바이트로부터 그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정

하며(S603), 만약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 데이터를 기동 메시지 저장부(604)에 임시로 저장한

다(S604).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다음에 메시지 데이터가 저장되었음을 통지받는다(S605). 주목할 것은 기동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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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저장부(604)가 FIFO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S603에서 판정이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

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 데이터는 SMS 메시지 애플리케이션(607)으로 전송되며 그 애플리케이션은 기동된다

(S606).

다음에 수신 처리가 종료된다(S607).

다음에, 저장된 기동 메시지에 기반하여 도 30에 도시된 플로우챠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는 동작을 설명할 것이

다.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가 메시지 해석부(603)로부터 메시지가 저장되었다는 통지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S611), 애플

리케이션 기동부는 기동 메시지 저장부(604)를 판독하게 된다(S612). 다음에, 그것은 미처리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존

재하는지를 체크하며(S613), 만약 그러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처리는 종료된다. 만약 미처리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다수의 메시지가 체크된다(S614). 만약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사용자

가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확인하도록 하는 설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체크가 행해진다(S615).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 내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은 자동 기동에 관한 설정을 갖는다. 자동 기동 허용 설정은 애플리케

이션 기동 메시지가 수신될 때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기동 확인을 수행할 필요없이도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설정이다. 자동 기동 허용 설정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며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에 의해 제어 및 참

조된다.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자동 기동 허용 설정을 참조하며, 만약 자동 기동 허용 설정이 ON이라면 사용자로부

터 기동 확인을 대기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 A, B, C 중에서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S618).

그러나, 만약 자동 기동 허용 설정이 OFF이라면, 그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디스플레이부(608) 상에 애플리케이션

기동 확인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며(S616), 사용자로부터 기동 확인을 대기한다(S617). 만약 "기동"이 선택된다면, 애플

리케이션 기동부(605)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S618).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 처리는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된다(S619). 이러한 통신이 종료할 경우, 루틴은 처리 단계 S613으로 복귀하며,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기

동 메시지 저장부(604)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된다. 주목할 것은 통신이 종료하고 통신 리소스가 해제될 경우, 애

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기동 메시지 저장부(604)로부터 처리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삭제" 가 S617에서 선택된다면, 삭제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는 삭제되며(S620), 루틴은 처리 단계

S613으로 복귀한다.

전술한 S614에서, 다수의 미처리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그의 리스트를

생성 및 디스플레이한다(S621). 이 때, 미처리된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에 해당하는 서비스 명칭과 애플리케이션

명칭은 애플리케이션 기동 확인 스크린 상의 리스트에 디스플레이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결과, 사용자는 기동 메시지

가 수신중에 있다는 것을 첫눈에 말할 수 있다.

도 31은 디스플레이부(608)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기동 확인 스크린 상의 리스트의 일예를 도시한다.

수신 시각 및 서비스 명칭 혹은 애플리케이션 명칭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에 대해 디스플레이되며, 가장 이른

접수 시각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배열된다. 만약 모든 메시지들이 단일 스크린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 모든 메시지들은 스크

롤링 등에 의해 관측될 수 있다. 소프트 키에 해당하는 커맨드들은 스크린 아래에 디스플레이되며, 해당 소프트 키를 누름

으로써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다음에, 사용자가 도 31에 도시된 기동 확인 스크린으로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경우(S622), 애플리케이션

기동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로부터의 기동 확인은 대기된다(S623). 만약 "기동"이 선택된다면, 해당 애플

리케이션이 실행된다(S618). 만약 "삭제"가 선택된다면, 그 선택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는 삭제되며(S620), 루틴은

처리 단계 S613으로 복귀한다.

일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처리되었다면, 미처리된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기동 메시지 저장부(604)

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이 행해진다(S613). 만약 미처리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전술한 처리는 반복된다. 만약

미처리된 메시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그 처리를 종료하며 다음 메시지 수신을 위한

준비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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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에 의하면, 만약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동시에 혹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

된다면, 리스트내에 수신중에 있는 메시지들을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들이 기동될 순서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한 메시지로부터 처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자동 기동 허용 설정에 부가하여 푸시 데이터 전달 서비스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순위의 정도가

설정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순위의 정도는 하이 혹은 통상과 같은 두개의 스테이지이거나, 하이,

미디엄, 로우와 같은 3개의 스테이지일 수 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동부(605)는 기동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를 생성할 때 우선순위 정도의 정보를 참조하고 리스트

의 상부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만약 대량의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동시에 혹은 실

질적으로 동시에 수신되어 기동 확인 스크린의 하나의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위한 가장 높은 우

선순위를 갖는 통지, 가령 방범 시스템의 오기능 통지와 같이 보안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통지가 다른 통지 내에 매

립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통지될 수 없다.

전술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비록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시지가 동시 혹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되더라도, 사용

자는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한 정보에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본 실시예에서 주목할 것은 디스플레이되는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기동 인스트럭션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자동으로 기동하도록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리스트 상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의

정도는 자동 기동을 위한 순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제 6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게임을 하거나 e-메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작키를 반복적으로 누르고 해제할 경우에 키가 눌러지

고 해제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이 측정된다. 입력 신호가 도달되었다는 통지가 행해질 경우, 만약 입력 신호의 도달 바로 직

전에 경과 시간이 임계값 미만이라면, 게임이 실행중이거나 e-메일이 생성중이며, 입력 신호의 도달에 관한 통지가 디스

플레이되지 않는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예로서 기능하는 모바일 텔레폰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2에서, 무선 장치(701)는 모바일 텔레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이며, 모듈 내에 형성된다. OS(703)는 무선 장

치 드라이버(702)를 통해 무선 장치(701)와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OS(703)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707) 및 키 드라이

버(710)에 링크되며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부(708)와 키 장치(709)를 제어한다. OS(703)는 또한 인출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706)를 구비하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디스플레이부(708) 상의 정보 디스플레이를

제어한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스크린의 최전면(foreground)에 위치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은 OS(703)로부터 키 이벤트의 통지를

수신하며, 사용자가 키 장치(709)상의 조작 키를 작동시켰다는 통지를 수신한다. 입력 신호가 도달할 경우, 제 1 애플리케

이션(705)이 스크린상에 나타나며, 사용자에게 그 도달을 통지한다. 이 때, 만약 호출자 번호가 통지되었다면, 그 호출자

번호는 디스플레이되고 링 톤이 울린다. 제 2 애플리케이션(712)은 사용자에 의해 기동되는 게임이다.

여기서, 가정되는 것은 제 2 애플리케이션(712)이 사용자가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면서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동되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키 장치(709)상의 조작 키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누른다. 이 키 이벤트는 키 드라이버(710)

, 키 모니터링부(711), 및 OS(703)를 거쳐 제 2 애플리케이션(712)에 통지된다. 키 모니터링부(711)는 시간을 측정하고

사전 결정된 주파수를 갖는 클럭을 사용하여 카운터를 구동시키는 카운터를 포함한다.

도 33은 키 모니터링부(711)의 처리 단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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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후(단계 S721), 키 드라이버(710)가 조작 키가 눌러졌음을 통지할 경우(S722), 카운터의 카운팅은 중단되며 그 카

운터는 제로로 리셋된다(S723). 키 드라이버(710)가 또한 조작 키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할 경우(S724), 카운터가 개시된

다(S725).

조작 키가 반복적으로 눌러지고 해제되는 동안, 만약 조작 키의 해제 이후 경과 시간과 관련한 질의가 OS(703)에 의해 수

신되면, 카운터의 값이 판독되고 통지된다. 따라서, 조작 키가 눌러지는 동안, 카운터의 값은 항상 제로이다.

다음에, 가정될 것은 입력 신호가 제 2 애플리케이션(712)이 실행중인 동안 도달한다는 것이다. 무선 장치(701)는 입력 신

호의 도달을 검출하여 인터럽션을 생성한다. 무선 장치 드라이버(702)는 이러한 인터럽션을 검출하며, OS(703)는 입력 신

호 도달 응답 처리 모듈(704)의 동작을 개시한다.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 모듈(704)은 도달된 입력 신호가 텔레폰 통화

인지, 단문 메시지인지 혹은 e-메일인지를 판정하고, 모바일 텔레폰이 현재 매너 모드에 있는지의 여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을 거절하기 위한 설정이 행해졌는지의 여부와 같은 다양한 다른 조건들을 판정하고, 적당한 제 1 애플리케이션(705)

을 기동시킨다.

제 1 애플리케이션(705)은 인출 API(706)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부(708)상의 인출을 위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행한다. OS(703)는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권한 인출을 위한 요청이 행해졌음을 검출하고, 조작 키의 해제로부터의

경과 시간에 관한 질의를 키 모니터링부(711)에 행한다. 응답으로서, 키 모니터링부(711)는 카운터의 값을 OS(703)에 전

송한다. 경과 시간이 사전 결정된 임계값, 가령 1초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OS(703)는 즉시 제 1 애플리케이션(705)으

로부터 요청을 수신한다. 그 결과, 입력 신호의 도달을 통지하는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부(708)의 스크린상에서 인출된

다.

그러나, 만약 그 카운터 값이 사전 결정된 임계값보다 작다면, 사용자는 권한을 인출하기 위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송신할

필요없이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며, 입력 신호 도달 통지를 임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도록 결정된다. 이

때, OS(703)는 그 경과 시간이 임계값보다 작은 만큼의 시간 부분 동안 타이머를 기동시키고, 시간 종료 이벤트시에, 조작

키의 해제 이후의 경과 시간에 관한 새로운 질의를 키 모니터링부(711)에 행한다. 이러한 동작은 반복된다. 그 결과, 사용

자가 게임을 지속하여 실행하고 조작 키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시간 동안, 조작 키의 해제 이후 경과 시간이 임계값이상으

로 가지 않는 시간 기간 동안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를 지연시킬 수 있다. 만약 사용자에 의한 조작 키의 동작이 중단되

면, 입력 신호의 도달 통지는 인터럽션을 야기하며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이 때, 조작을 지속하기 위한 사용

자의 바람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오류 동작은 없다. 또한, 수행되는 사용자의 조작 바람과는 대조적인

조작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성가심이나 놀라움의 느낌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제 1 애플리케이션(705)은 입력 신호의 도달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이는 다른 타

입의 처리를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즉, 만약 단문 메시지가 도달하면,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 모듈(704)은

그 단문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식별자에 기초하여 제 1 애플리케이션(705)으로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타입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의 예는, 센터에서 SMS에 의해 e-메일의 도달이 통지되고, SMS 메시지의

도달에 응답하여 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시되며, 이 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센터로부터 그 메일을 수신하도록 되어 있는 애

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다른 예들은, 특정 컨텐츠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SMS 메시지에 의해 새로운 컨텐

츠 서비스의 개시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즉시 기동하도록 허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

한다.

도 34는 SMS 메시지의 도달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기동이 지시될 때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SNS 메시지가 도달할 경우(S731),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된 식별자가 해석되고(S732), 그 식별자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기동되며(S733), 그 애플리케이션은 인출 API(706)를 호출한다. 이 때, 카운터 값이 임계값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체

크가 행해지며(S735), 만약 카운터 값이 임계값 이상이라면, 인출 처리가 수행된다(S736). 만약 카운터 값이 임계값 미만

이라면, 카운터 값이 임계값에 도달한 이후에 인출이 수행된다(S737).

제 1 애플리케이션(705)의 예는 디스플레이부(708)에 대한 권한 인출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배경에서의 처리를 수

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효과는 애플리케이션이 권한 인출을 요청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에 무관

하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OS(703)가 권한 인출을 위한 요청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OS(703) 그 자체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때, 제 1 애플리케이션(705)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가령, 만약 제 1 애플리케이션(705)을 기동시킬려는 시도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메모리와 같은 불충분한

리소스로 인해 기동불가능하며,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 모듈(704)은 오류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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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모니터링부는 문자 입력 동작 동안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플레이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입

력 신호의 도달에 관한 통지가 디스플레이될 때, 설정되지 않은 문자들이 디스플레이 중인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모니터

링부에 대해 행해진다. 만약 이 질의에 대한 응답이 그 문자들이 디스플레이중이라는 것이라면, 그 통지의 디스플레이는

금지된다.

도 35는 본 발명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제 7 실시예의 모바일 텔레폰의 예를 사용하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주목할 것은 도 35에 도시한 키 장치(809)가 도 40에 도시한 키 레이아웃을 가지며 도 41에 도시된 스크린

천이를 준수하는 절차에 따라 문자열 입력 동작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도 35에서, 무선 장치(801)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이며, 모듈로 구성된다. OS(803)는 무선 장치

드라이버(802)를 거쳐 무선 장치(801)와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OS(803)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807) 및 키 드라이버

(810)에 링크되며,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부(808)와 키 장치(809)를 제어한다. OS(803)는 인출 API(806)를

포함하며, 제 1 애플리케이션(805) 및 제 2 애플리케이션(812)에 의해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부(808)상의

정보 디스플레이를 제어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스크린의 최전면에 위치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OS(803)로부터 키 이벤트의 통지를 수신하며, 사용자가

키 장치(809)를 조작하였다는 통지를 수신한다. 입력 신호가 도달하는 경우,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은 스크린상에 나타

나며 사용자에게 그 도달을 통지한다. 이 때, 호출자 번호가 통지되었다면, 이 호출자 번호가 디스플레이되고 입력 신호 도

달 톤이 울린다. 제 2 애플리케이션(812)은 사용자에 의해 기동되는 문자 입력 애플리케이션이다.

여기서, 가정되는 것은 제 2 애플리케이션(812)이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면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목적으로 기

동되었다는 것이다. 제 2 애플리케이션(812)이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될 경우, 편집 박스(813)가 그 스크린 내에 디스플

레이된다. 이 편집 박스(813)는 OS(803)에 속하는 공통 컴포넌트이며, 사용자로부터 문자 입력을 수신한다. 사용자가 편

집 박스(813)를 선택하게 될 경우, 키 이벤트는 편집 박스(813)로 전달된다. 이 편집 박스(813)는 또한 키 이벤트에 기초

하여 후보자 문자열을 탐색하는 입력 지원부(814)에 링크되며, 그 문자열을 편집 박스(813)로 제공한다. 그 후, 본 실시예

에서 일예로서 문자를 사용하는 설명이 행해질 것이다.

가령, 사용자가 키를 사용하여 "41281"을 입력한다면, 편집 박스(813)는 스크린 상에 "41281"을 디스플레이한다. 이어서,

사용자가 변환키(902)를 누르는 경우, 편집 박스(813)는 이 키 이벤트에 대해 입력 지원부(814)에 통지한다. 입력 지원부

(814)는 후보자를 탐색하고, "TOU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문자열을 선택하며 이를 편집 박스(813)에 제공한다.

편집 박스(813)는 인출 API(806)를 사용하여 스크린 상에 "YOUKIYOU"에 대한 가타카나 알파벳 문자열을 디스플레이한

다. 이 때, 편집 박스(813)는 모니터링부(815) 내에, 편집 박스(813) 그 자체가 전면부에 위치하여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

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등록한다.

사용자가 설정키(903)를 누를 경우, 이 키 이벤트는 편집 박스(813)로 전달되며, 또한 입력 지원부(814)에 통지된다. 입력

지원부(814)는 다음에 편집 박스(813)에 문자열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편집 박스(813)는 다음에 설정된 문자열

을 저장하고 또한 문자열 후보자가 디스플레이중이라는 사실에 관한 등록 사항을 모니터링부(815)에서 삭제한다. 또한,

키 포커스가 편집 박스(813) 외부로 이동하게 될 경우,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은 강제로 설정되며, 삭제의 통지가 모니터링

부(815)에 전달된다. 또한, 키 포커스가 편집 박스(813)의 외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 제 2 애플리케이션(812)이 배경

에서 나타난다면, 동일한 타입의 삭제 통지가 모니터링부(815)로 전달된다.

그 결과, 비록 문자 입력을 수행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편집 박스(813)와 입력 지원부(814)의 다수의 인스

턴스들이 존재한다할 지라도, 모니터링부(815) 내에는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문자열 후보자들이 현재 스크린상에 디스

플레이 중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가 있다.

가정될 것은, 제 2 애플리케이션(812)의 편집 박스(813)가 여전히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을 디스플레이부(808)상에 디스

플레이하는 동안에 입력 신호가 도달한다는 것이다. 무선 장치(801)는 입력 신호의 도달을 검출하고 인터럽션을 생성한

다. 무선 장치 드라이버(802)는 이러한 인터럽션을 검출하고, OS(803)는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부(804)가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를 실행하도록 한다.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부(804)는 도달된 입력 신호가 텔레폰 통화인지, 단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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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혹은 e-메일인지를 식별하고, 모바일 텔레폰이 현재 매너 모드에 있는지의 여부, 혹은 입력 신호의 도달을 거절하기

위한 설정이 행해졌는지의 여부와 같은 다양한 다른 조건들을 판정하고,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당한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을 기동시킨다.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은 인출 API(806)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부(808)상의 인출을 위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행한다. OS(803)는 입력 신호의 도달의 결과로서 권한 인출을 위한 요청이 행해졌음을 검출하고,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레이중인지를 판정하도록 모니터링부(815)에 지시한다. 만약 모니터링부(815)가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

레이중이 아니라는 응답을 하게 되면, OS(803)는 즉시 제 1 애플리케이션(805)으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고, 입력 신호의

도달을 통지하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부(808)의 스크린상에 인출된다.

그러나, 만약 모니터링부(815)가 권한 인출을 위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전송할 필요없이,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현재 디

스플레이중이라는 것을 응답하게 되면, 입력 신호 도달 통지를 임시로 디스플레이하지 않도록 결정된다. 이 때, 사용자에

게 입력 신호가 도달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해, LED를 점멸시키거나 사전결정된 통지 멜로디를 울리거나 진동기를 기

동시키는 것과 같이 통지 장치를 사용하여 통지 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다.

사용자가 문자열이 설정되도록 지시하는 설정키(903)를 누를 경우, 모니터링부(815)는 OS(803)로부터의 질의에 대해 설

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레이중이 아니라는 것을 응답한다. 그 결과, OS(803)는 사전결정된 시간 간격에서 타이머를

기동시키며, 모니터링부(815)의 폴링((polling)을 개시한다. 모니터링부(815)가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레이중이

아니라는 것을 응답하게 될 경우,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의 요청에 대해 리소스들이 할당되며 디스플레이부(808)상에서

의 인출을 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대안적으로, 입력 신호 도달 통지의 디스플레이 금지로부터 사전결정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통지가 디스플레이될 수가 있

다.

(제 8 실시예)

제 7 실시예에서,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은 입력 신호의 도달을 통지한다. 이에 비해,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애플리케이

션은 특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수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지시하는 단문 메시지가 도달

할 경우,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부(804)는 단문 메시지 내에 포함된 식별자를 결정하고, 이 식별자와 관련된 애플리케이

션을 선택하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 1 애플리케이션(805)으로서 기동시킨다.

이러한 타입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의 예는, 센터에서 e-메일의 도달이 SMS 메시지에 의해 통지되며, SMS 메시지

의 도달에 응답하여 메일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며, 이 메일 애플리케이션은 센터로부터 그 메일을 수신하도록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대안의 예는, 특정의 컨텐츠 제공자와의 계약을 성립시키며, 사용자에게 SMS 메시지에 의해 새

로운 컨텐츠 서비스의 개시에 관해 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도록 허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의 예는 디스플레이부(808)에 대해 권한 인출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배경에서 처리를 수

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효과는 애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부(808)상에서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에 무관

하게 달성될 수 있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SMS 메시지 서비스가 도달할 경우(단계 S831),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된 식별자가 해석된다(S832). 그 후, 그 식별자에 해

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선택되고 제 1 애플리케이션(805)으로서 기동된다(S833). 이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은 다음에

인출 API(806)를 호출한다(S834). 이 때,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이미 디스플레이부(808)상에 디스플레이중인지의 여부

에 관한 질의가 모니터링부(815)에 행해진다(S835). 만약 디스플레이중이 아니라면, 인출 처리가 수행된다(S836). 만약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사전에 디스플레이중이라면, 인출 처리는 금지되고(S837), 사전결정된 시간 후(대안으로서, 문자

열이 설정된 이후), 그 통지에 관한 인출이 행해진다(S838).

제 7 및 제 8 실시예에서 주목할 것은, OS(803)가 권한 인출을 위한 요청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제 1 애플리케이션(805)

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 실시예의 효과는 사용자에게 통지를 디스플레이하도록 OS(803) 그 자체에 대한 요청이 발생할 때

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만약 제 1 애플리케이션(805)을 기동시킬려는 시도가 행해지지만, 메모리와 같은 리소

스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기동이 불가능하다면, 입력 신호 도달 응답 처리부(804)는 오류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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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의하면,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가령, 도 41의 상태 911 내지 917의 임의의 상태에 도시된 문자열)이 문자열

입력 동작 동안 디스플레이부(808) 상에 디스플레이 중인 경우에 입력 신호 도달의 통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므로, 사

용자가 설정 동작을 수행할 때까지 입력 신호의 도달 통지가 인터럽트되지 않고 디스플레이되는 효과를 얻는다. 그 결과,

텔레폰 대화가 종료하고, 스크린이 원래의 문자 입력 스크린으로 복귀한 후에, 그 다음의 문자 입력과 문자열 입력 동작을

통해 일부가 소비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된 작업을 다시 개시할 수가 있다. 또한, 입력 조작의 집중이 중단되는 경우에 발생

할 수도 있는 임의의 성가심의 느낌을 야기시키지도 않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모바일 텔레폰을 제공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각각의 실시예의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가 기술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CPU가 본 발명의 각각의 실시예에 따른 구조와 본 발명의 각각의 실시예의 플로우챠트에 따른 처리에 기

반하는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이다. 이러한 사용될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는 자기 광학 디스크, 광학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자기 기록 매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ROM,

RAM, CD-ROM, 플렉시블 디스크, 메모리 카드 등의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록 매체들 중에는 프로그램이 전화선과 같은 통신 라인 혹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될 때 서버 및

클라이언트로서 기능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와 같이 고정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유지하

는 매체도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 등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송신 매체

를 거치거나 혹은 송신 매체 내의 송신파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송신 매체는 전화선과 같은 통신 라인 혹은 인터

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같이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 매체로서 지칭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술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전

술한 기능들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조

합함으로써 전술한 기능들을 달성할 수 있는 차분 파일(differential file)(즉, 차분 프로그램)로서 알려진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각각의 실시예에서 기술한 기능들 및 효과들과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

에 기반한 시스템 혹은 장치와는 상이한 시스템 혹은 장치에서 전술한 프로그램과 기록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 혹은 장치의 컴퓨터에 의해, 본 발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주목할 것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모바일 텔레폰, 통신부를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정보 장치, 및 통신 카드가 부착될 수

있는 모바일 정보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전술의 실시예에서 기술된 판정, 기동, 모니터링, 측정, 계산 및 해석은 제어부(가령, 중앙 처리 장치), 전자 회로 등

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전술한 것은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이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사상이나 범주 내에서 추가, 생략, 대체 및 다른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의 설명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발명의 효과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시간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보가 사용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과, 만약

SMS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시도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에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경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비

록 SMS 통지(SMS 메시지)가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기능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수신될 지라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예기

치않게 기동되지 않는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축적된 통신 요금을 높은 값으로 산정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

과, 대량의 미처리된 기동 메시지가 제공되면, 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들을 중요도의 순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모바일 통신 단말기가 입력 신호의 도달을 대기하면서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동안 입력 신

호의 도달과 관련한 통지가 디스플레이될 때 발생하는 조작의 오류 혹은 성가신 느낌을 감소시키고 사용자 우호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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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과, 문자 입력 조작 동안 설정되지 않은 문자열이 디스플레이된다면, 사용자가 설정 동작을 수행할 때까지 입력

신호의 도달의 통지를 중단하지 않는 목표를 수행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정보 제공 시스템, 프로그램 및 컴퓨터 판독가

능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는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기동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조도.

도 2는 로컬 주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기록된 컨텐츠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3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기록된 컨텐츠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4는 사용자용 주가 갱신 정보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5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메일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6은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수신되는 SMS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7은 SMS 메시지 수신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8은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9는 기동 유효 시각의 계산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10은 애플리케이션 타입 리스트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11은 갱신 통지 스크린을 나타내는 구조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로서 기능하는 모바일 텔레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5는 SMS 론처(launcher)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16은 SMS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17은 SMS 메시지 디스플레이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자동 기동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조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0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22a 및 도 22b는 SMS 통지가 매너 모드로 행해질 때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나타내

는 구조도.

도 2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등록특허 10-0697416

- 33 -



도 24a 및 도 24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25는 애플리케이션 정보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26은 통지 조건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27은 확장된 애플리케이션 정보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9는 단문 메시지 수신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0은 애플리케이션 기동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1은 기동 확인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도 32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텔레폰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33은 키 모니터링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4는 SMS 메시지 도달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 기동에 관한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5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텔레폰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6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텔레폰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7은 방범 시스템에서 종래의 푸시 데이터 시스템이 사용될 때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38은 종래의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도.

도 39는 종래의 모바일 텔레폰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40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모바일 텔레폰의 키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구조도.

도 4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문자열 입력 동작에 기초하여 스크린 천이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 42a 및 도 42b는 SMS 통지가 매너 모드로 행해질 때 종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주가 정보 서버 2 : 증권 네트워크

3 : 로컬 주가 데이터베이스 4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5 : 임시 저장부 6 : SMS 서버

7 : 사용자 단말기 8 : 모바일 교환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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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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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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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