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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110a), 디바이스(104a), 및 데이터(110c)로 구성된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업데이트하는데 효

과적인 디바이스, 시스템, 및 방법을 설명한다. 부가하여, 이들 디지털 정보 시퀀스는, 제한되지 않지만, 파일, 메모리 

위치, 및/또는 삽입 저장 위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사용된다. 설명된 발명은 이와 같이 다수의 파일로

구성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의 내용으로 많은 종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업데이트하기에 적절하다. 더욱이, 여기

서 설명된 디바이스, 시스템, 및 방법은 종래 기술에 숙련된 개발자에게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정보를 발생하는 개선

된 기능을 제공하고, 부가하여 에러가 쉽게 발생되지 않고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는

간략화된 업데이트 경로를 통해 사용자가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표도

도 1B

색인어

업데이트 발생기, 분산 시스템, 클라이언트 모듈, 업데이트 동작 코드, 상주 동작 코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특정하게 플랫폼(platform)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의 크기를 줄이고 그 업데이트를 분산하는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다.

배경기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이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진보됨에 따라, 기존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의 보수

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정보 업데이트(update) 및 패치(patch)의 루틴 설치는 컴퓨터,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응용

이 그 동작 수명 동안 기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디바이

스 및 응용에서는 업데이트 관리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에러가 발생되기 쉬운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메모리 제한 및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 휴대폰 및 개인 휴대 단말기와 같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서 때

로 더 악화된다. 더욱이,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서는 때로 편리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자동화 업데이트 동작을 실행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모두와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선된 업데이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메모리 제한 및 대역폭 제 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업데이트 방법이 필요하다.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고 주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의 

증가된 복잡성은 때로 빈번한 보수를 필요로 한다. 업데이트 처리 과정 동안에는 업데이트가 부적절하게 실행되거나 

인터럽트되어 데이터 변형, 프로그램 기능성의 손실, 또는 하드웨어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는

이용가능한 업데이트가 시간상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개발자 및 소비자에게 방해를 준다. 부

가하여,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업데이트, 패치, 및 기존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성분의 새로운 버전

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상당한 양의 시간 및 자원을 바쳐야 한다.

개발자가 해결하여야 할 일부 관심사는 많은 고객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저장하는데 요구되는 상당한 양의 자원, 

고객이 업데이트를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문제점, 및 시간상 효율적인 방식으

로 고객에게 업데이트가 분산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용가능한 업데이트를 구하여 설치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

하고 그 기술이 평균적인 고객의 정보를 넘어선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고객이 업데이트

를 검색할 수 있더라도, 적절한 설치를 확실하게 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업데이트 패키지가 부적절하게 설치

되면, 소프트웨어가 잘못되거나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디바이스가 동작되지 않아서 고객-관련 업데이트 문제점을 해

결할 때 개발자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업데이트가능한 구성성분을 갖는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하거나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가 확실하게 검색되어 적절하게 설치되는 것을 보장하는데는 더 신속하고 더 

직관적인 업데이트 기능과 더 작은 업데이트 파일 크기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서, 업데이트 패키지의 용이성, 확실

성, 및 이용가능성은 고객수 및 충실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자나 사업주의 두드러진 특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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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뛰어난 업데이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명확하지만, 종래의 업데이트 해결법은 전형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는다. 이

들 문제점은 특히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이고, 업데이트 패키지의 생성, 분산, 및 설치에 관련된 많은 요소

에서 발생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과 같은 전자 디바이스는 때로 업데이트 처리 과정에 이용가능한 저장 공간 또는 이

용가능한 메모리에 대해 제한된다.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는 이들 디바이스에서 감소된 자원 이용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해 최소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이들 디바이스에서 삽입 코드의 상당한 변경이나 수정을 실행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더욱이, 완전한 운영 시스템 대체나 보수를 지향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종래의 업데이트 

방법은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전용 장치에 유선 연결로 물리적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의 

업데이트는 특수 하드웨어를 요구하고, 디바이스가 제작자나 적절한 서비스 위치에 복귀되도록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하고 업데이트될 디바이스의 수가 많을 때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다.

업데이트 패키지의 무선 포착 및 설치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서는 이용가능 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분산하는데 필요

한 대역폭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된다. 더욱이, 무선 방법에 의해 업데이트 패키지를 포착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인터럽트나 데이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업데이트 패키지가 포착될 때에도, 업데이트의 설치는 때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술적 경험을 요구하여 업데이트 패키지의 적절한 설치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때, 사용자는 성공

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거나 업데이트되는 코드의 이전 버전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연관된 문제점과 직면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오랜 시간 주기 동안 업데이트 동작을 실행하지 못할 때나 일부 경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대중적으로 액세스가능한 서버에 의존하는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버는 때로 혼잡해져 업데이트되는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업데이트 요구조건으로

부터 주어지는 추가 복잡성은 제작 버전 수명을 단축시킨다. 수 개월 마다(또는 '버스픽스(bug fixes)' 및 인트라-버전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수 주 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용가능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업데이트 서비

스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개발자 자원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개발자에게 기존 소프트웨어 유지에 추가 자원을 

요구하게 되므로, 개발자의 초점이 잠재적으로 새로운 제작 기능을 개발하는 것에서 오래된 버전을 지원 및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한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비수익 제작 활동으로 인식되고, 

이는 과도한 양의 개발자 자원을 소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소프트웨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고객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제공하는데 필 요한 시간, 자원, 및 인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를 보다 신속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루려는 시도로 내부-설계 및 지원 업데이트 해결법이 개발되었다. 많은

문제점들은 전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독점적이고, 또한 플랫폼에 특정화된 해결법과 연관된다. 업데이트 생성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업데이트를 생성하거나 소프트웨어 패치를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

한다. 이들 방법은 모두 탄력성 및 파일 크기에 대한 근본 문제점을 갖는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

이터(updater)는 가격이 비싸고, 전형적으로 불필요하게 큰 파일 크기를 갖는 업데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예에

서는 업데이터에 의해 발생된 업데이트 및 새로운 버전이 실질적으로 실제 패치라기 보다는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이

다. 큰 업데이트 파일 크기와 연관된 문제점 때문에, 개발자는 빈번한 패치를 방출하는데 망설일 수 있고, 그 결과로 

더 긴 소프트웨어 개발 싸이클로 이어진다. 이는 큰 업데이트 파일의 생성 및 지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변화 및/또는

개선이 있을 때에만 방출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상기로부터, 편리하고 확실한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포착을 허용

하도록 크기가 감소된 업데이트를 발생하고 분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

템 모두에 원하는 업데이트를 설치하는데 편리하고 문제가 없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동화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효율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상기의 필

요성을 만족시킨다. 또한, 이들 디지털 정보 시퀀스는, 제한되지 않지만, 파일, 메모리 위치, 또는 삽입된 저장 위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설명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정보를 

생성하고, 부가적으로 에러가 잘 발생되지 않고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는 간략화된 

업데이트 경로를 통해 사용자가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개선된 기능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제1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로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시키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여기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그 전자 디바이스 내에 저장되

는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포함하는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포함

하는 제1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화상을,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화상에 

비교하는 업데이트 발생기를 포함하고, 업데이트 동작 코드와 상주 동작 코드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고, 이어서 상주 

동작 코드의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 중 적어도 일부분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어떻게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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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지정하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시킨다. 시스템은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가 전자 디바

이스에 의해 수신되어 그에 저장되도록 전자 디바이스에 업데이트 패키지를 분산하는 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

템은 또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을 포함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분

산 시스템 을 액세스하여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고,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어 세트는 상주 동작 코드로부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 중 적어도 일부분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발생시키도록 클라이언트 모듈에 의

해 실시된다.

또 다른 특성으로, 본 발명은 제1 코드 버전을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다수의 변환 명령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제1 코드 버전을 포함하는 제1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를, 제2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를 포함하는 제2 코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제1 다수의 데이터 시

퀀스와 제2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 사이에서 패턴 차이를 식별하도록 제1 코드 버전과 제2 코드 버전 사이에서 버전 

비교를 실행하는 업데이트 발생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식별된 패턴 차이는 식별된 패턴 차이를 구성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1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 중 일부분을 식별하는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부호화되고, 이어서 변환 명령을 사용하

여 업데이트 패키지를 형성한다. 시스템은 또한 업데이트 발생기로부터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고 그 업데이트 패

키지를 전자 디바이스에 분산하는 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의 변환 명령을 실행하여 

전자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제1 코드 버전을 업데이트된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도록 전자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update agent)를 포함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본 발명은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다수의 데이터 블록으로 저장된 상주 동작 코

드를 포 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상주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이터 블록과 

비교하고, 그에 의해 상주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분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발생

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시키는 업데이트 발생기를 포함한다. 시스

템은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포함하고,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포함

한다. 시스템은 또한 분산된 다수의 전자 세트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을 포함하고, 다수의 클라이

언트 모듈은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분산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명령어 세트는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

하는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모듈이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다수의 데이터 블록 중 적

어도 일부분을 발생시키도록 클라이언트 모듈에 명령을 제공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본 발명은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다수의 데이터 블록으로 저장된 상주 동작 코

드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상주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이터 블록과 

비교하여 업데이트 동작 코드와 상주 동작 코드 사이에서 다른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식별하는 업데이트 발생기를 

포함하고,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과 상주 동작 코드의 다수의 데

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시킨다. 시 스템은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포함하고 분산된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의

해 액세스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분산된 다수의 전자 세트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

트 모듈을 포함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분산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명

령어 세트는 클라이언트 모듈이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수정하도록 클라이언트 모듈에 명령을 제공

하고, 또한 클라이언트 모듈은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발생시키도록 상주 동작 코드의 데이터 블록에 동작을 실행하

는데 수신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함으로서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발생시킨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전자 디바이스의 제1 저장부는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업데

이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 다수의 변환 동작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캐지를 개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자 디바이스에 전달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상주 동작 코드 중 일부를 제2 저장부에 복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

한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 업데이트 패키지의 변환 동작을 사용하여, 제2 저장부에 저장

된 상주 동작 코드 중 일부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 

중 일부를,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업데이트 동작 코드 일부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상주 동작 코

드가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완전히 업데이트될 때까지 상기에 기술된 복사, 업데이트, 및 대체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그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갖는 비휘발성 저장부, 통신 매체를 통해 다수의 명령을 포

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도록 적응되는 휘발성 저장부, 및 비휘발성 저장부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을 실행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본 실시

예에서, 제어기는 순차적으로 (i) 비휘발성 저장부에서 휘발성 저장부로 동작 코드의 오리지널 부분을 검색하고, (ii) 

휘발성 저장부에서 검색된 부분에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을 적용하여 검색된 오리지널 동작 코드 부분을 업데이트 

동작 코드 부분으로 변환시키고, 또한 (iii) 오리지널 동작 코드 부분을 업데이트 동작 코드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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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업데이트 관리 및 분산 시스템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B는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관리 및 분산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C는 업데이트 저장 및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를 갖춘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관리 및 분산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D는 업데이트 저장 및 다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를 갖춘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A는 업데이트 설치 과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B는 업데이트 설치 과정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3은 업데이트 생성 과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해시 어레이(hash array)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명령어 세트 발생 과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6A는 런 렝스(run length) 부호화 명령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6B는 기존 시퀀스 명령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6C는 해시 명령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6D는 디폴트(default) 명령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재구성된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8A는 모범적인 메모리 또는 저장 설계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B는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뱅크 단위(bank-by-bank) 업데이트 방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0은 뱅크 단위 업데이트 처리를 사용하는 업데이터 패키지의 응용에 대한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폴트(fault) 허용공차 과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사인 생성 및 인증 과정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실시예

이제는 동일한 번호가 동일한 부분을 칭하는 도면을 참고한다. 도 1A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00)의 한 실시예를 도

시한다.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00)은 업데이트 발생기(102)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

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소프트웨어 응용의 오래된 버전과 같은 제1 코드 버전(106) 및 소프트웨어 응용의 새로

운 버전과 같은 제2 코드 버전(108)을 수신한다.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오리지널의 제1 코드 버전(106)을 업데이

트된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다수의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한 업데이트 패키지(110

)를 만든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이어서 통신 매체를 통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된다. 실행가능한 통

신 매체는 유선 매체,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 무선 매체,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의 매체, 또한 인터넷을 포함

한다. 다른 통신 매체로는 예를 들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공중 인터넷, 개인 인터

넷,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중 네트워크, 부가가치 네트워크, 대화형 텔레비전 네트

워크, 무선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양방향 케이블 네트워크, 대화형 키아스크(kiosk) 네트워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가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 유선 전화, 이동 전화, 페이저, 전자 주변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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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및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와 같이,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하

여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명령어 세트는 기존 제1 코드 버전(106)을 제2 코드 버전(108)으로 효율적으로 변환시키도록 클라이언

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사용되는 변환 처리를 사용한다. 명령어 세트와 변환 처리의 실시는 이후 보다 상세히 논의

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업데이트 발생기(102)로부터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구할 수 있는

적어도 한가지의 방법은 상술된 통신 매체 종류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형태로 정보를 전

달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는 또한 업데이트 발생기(102)와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기능

이 갖추어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종류, 모델, 및/또는 디바이스 상표 뿐만 아니라 클

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작 소프트웨어나 응용의 버전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전달한

다.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이어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

04)에 의해 요구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한다.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발생기(102)에는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이전에 다수의 동작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응용을 참고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메모리나 저장기로부터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

a)의 기록 버전을 검색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넓은 범위의 특정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대한 

동작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버전 목록을 생성할 수 있

다. 일단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발생되고, 확인되고, 또한 이용가능해지면,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서버로 동작하

여 요구에 따라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한다. 하나 이상의 업데이트 패키

지(110)는 동작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이 이용가능해질 때 발생되어 기록될 수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예를 들어 비휘발성 메모리 구성성분이나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에 

따라 하드웨어 업데이트 시스템과 사용될 수 있다.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한가지 특성은 무선 업데이트 

과정이나 OTA(over the air) 업데이트에 사용되도록 획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하드웨어 변화 없

이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구성성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허용한다. 여기서 설명되는 업데이트 방법은 또한

응용, 동작 기능,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

욱이, 업데이트 동작은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기존 코드에서의 에러나 문제점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특성이나 기능을 

부가하거나, 상주하는 응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될 방식으로 다른 원하는 업데이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업데이트 패키지(100)의 발생 및 분산을 모두 담당하는 단일 컴퓨팅 디바이

스 또는 서버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업데이트 발생기(102)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대한 업데이트 패키지(1

10)의 명령어 세트를 구성하도록 운행 특정화된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진다. 또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제1 코드 

버전(106)을 제2 코드 버전(108)과 비교함으로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생성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바람

직하게 제1 코드 버전(106)을 제2 코드 버전(108)으로 변환시키는 명령어 세트로 코드화된 수학적 동작 및 명령을 

포함한다.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기존 코드나 정보를 사

용하는 방식으로 발생된 다는 점이다.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하는 방법은 특정하게 코드 버전(106, 108) 사이에서 

차이를 분석하고, 제1 코드 버전(106)에서 제2 코드 버전(108)으로 변환될 때 디바이스내의 기존 정보 시퀀스를 사용

하도록 설계된다. 이 특성은 종래 방법과 비교해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파일 크기는 제1 코드 버전(106)에 대해 90 퍼센트 이상 감소될 수 있다. 유리하

게,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파일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간결하므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

4)의 메모리 할당 크기 및 대역폭 조건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의 메모리 구성성분에 쉽게

전달되어 저장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하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

에 분산하도록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하여 기록한다. 각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10)는 서버에 의해 선

택적으로 전달된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전달을 요구할 수 있다.

도 1B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20)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20)은 업데이트 분산 시

스템(120)이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를 포함하는 분리된 컴퓨팅 구성성분으로 도시된 점을 제외하고 도 1A의 업

데이트 분산 시스템과 그 기능 및 범위가 유사하다.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20)은 업데이트 발생기(102),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 및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를 포함한다. 본 특정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발

생기(102)는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발생하고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에 전달하도록 도시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순차적으로 다수의 업

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전달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하나 이상의 컴퓨팅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이는 업데이트 발생기(100)로

부터 전달된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저장하여 기록하도록 구성된다. 저장 구성성분은, 제한되

지 않지만, 하드 드라이브, 자기 테이프 드라이브,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 only memory), 및 컴

팩트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제거가능한 RAM 및/또는 ROM-기반의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에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와 독립적으로 양방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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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는 기능이 갖추어질 수 있고, 여기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종류, 모델, 디바이스 상표,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104a, 104b, 104c)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작 소프트웨어나 펌웨어의 버전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한

다. 부가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는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요구

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지정된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의 전달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각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순차적으로 

요구되는 기록 업데이트 패키지의 위치를 정하고, 요구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전달한다. 업

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또한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104)로부터의 요구 없이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유리하게,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업데이트 분산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상기의 통신

매체 종류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전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한 이후에,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메모리 또는 저장 기록으로부터 요구되는 버전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검색하고, 이어서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특정한 클라이언트 디

바이스(104a, 104b, 104c)에 전달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

04b, 104c)로부터의 요구 없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의 신원, 상표, 및 모델에 따라

넓은 범위의 특정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관련되는 동작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기

록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서버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를 인식하면,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

4b, 104c)에 서버 목록을 전달한다.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는 이어서 그 목록을 관찰

하고,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로부터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전달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여 요구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상술된 통신 매체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업데이트 발생기(110)로부터 업

데이트 서버 어레이(122)에 전달되고, 이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대해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촉진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터 서버 어레이(122)는 다

양한 클라이언트-기반의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대해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편리하

게 저장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multi-platform) 컴퓨팅 디바이스로, 각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와 

독립적으로 통신을 이룬다.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의

해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또한/또는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결정하도록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

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를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되고,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복호화하고 업데이트 및/또는 변환되도록 지정되어 설계된 동작 소프트웨어 구성

성분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더 처리된다. 클라이언트

측 업데이트 처리의 특성은 이후 더 상세히 설명된다. 비록 도 1B에는 분리된 컴퓨팅 구성성분으로 도시되지만, 업데

이트 서버 어레이(122) 및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 및 업데이트 발생 기(102) 모두로 동

작하는데 필요한 범위 및 기능을 갖춘 단일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의 업데이트 컴퓨팅 설계는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발생된 업

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및 업

데이트를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하는 콜렉터(collector)라 칭하여지는 추가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본 특정 실시예

에서, 콜렉터는 어느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가 업데이트를 요구하는가와 업데이트가 이용가능한가

를 결정하도록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 및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 모두와 통신할 

수 있다. 콜렉터는 부가하여 필요한 업데이트를 구하고, 동시에 또는 나중에 이들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 104c)에 분산한다.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22)를 통해 대역폭 요구조건은 분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

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동시에 업데이트를 요구하여 서버가 오버런(overrun)되지 않도록 분산 부하를 완

화시키기 위해 배달 스케쥴을 여러번 조정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를 분산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스케일을 낮추도록 하나 이상의 서버에서 정보를 캐시(

cache)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최근' 업데이트 파일이 서버에 저장될 수 있고, 업데이트 패키

지는 서버와 업데이트 저장기(133) 또는 업데이트 발생기(102) 사이에 추가 통신을 요구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디바이스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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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30)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30)은 업데이트 발생기(1

02),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 및 도 1B에서 앞서 설명된 업데이터 서버 어레이(132)의 구성

성분 버전을 포함한다. 업데이터 서버 어레이(132)의 구성성분 버전은 또한 관리 구성성분(134)을 갖는 업데이트 저

장기(133) 및 적어도 하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를 포함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터 저장기(133)는 업데이

트 발생기(102)로부터 전달된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를 기록한다.

많은 환경에서, 동작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오래된 버전에서 더 새로운 버전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부가

하여, 컴퓨팅 기술의 진보를 이유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수명에 걸쳐 동작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이 여러번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더 새로운 버전의 동작 시스템 소프트

웨어가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하고, 이어서 다수의 업데이트 패키지를 메모리 또는 저장 구성

성분에 저장 및 기록하도록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전달한다.

모범적인 응용에서,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은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OTA 업데이트와 연관되어 사용

될 수 있다. 이동 전화 기술은 신속하게 변화되는 분야로, 사용자의 상승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동 전화기

는 또한 집적 동작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컴퓨팅 디바이스이다. 동 작 소프트웨어는 이동 전화기의

수명에 걸쳐 무선 통신 기술의 변화 적응성을 증가시키도록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이동 통신 산

업의 업데이트는 각각이 자체 동작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는 다수의 다른 제작 형태가 존재하고 사용자 기능이 이동

전화기의 다양한 상표 및 모델에 집적되므로 복잡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특정한 제작자의 

이동 통신 디바이스 상표 및 모델에 관련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에 내장된 동작 소프트웨어의 

더 새로운 버전과 관련되어 적절한 업데이트 패키지(110a, 110b, 110c)를 발생함으로서 산업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클라이언트측 업데이트 결정

한 특성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업데이트 저장기(133)와 통신 링크를 수립하고, 디바이스의 종류, 모델, 및

상표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드 버전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전달한다. 업데이트

저장기(133)는 서버 목록을 전달함으로서 클라이언트에 응답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서버 목록은 이용가능한 

업데이트 패키지의 버전 정보를 포함한다. 더욱이, 서버 목록은 클라이언트 저장 영역에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여

해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이용가능한가를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파일 크기와 같은 업데이트 패키지 특성

을 설명할 수 있다. 서버 목록에 설명된 이용가능한 코드 버전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서 밝혀진 내장 코드 버

전과 비교함으로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적절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요구가 더 주어질 수 있다. 요

구를 수신하면, 업데이트 저장기(133)는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참고하 여 검색하고, 이는 오래된 코드 버전

을 요구되는 더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적절하게 변환시키기 위한 정확한 명령어 세트에 대응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업데이트 저장기(133)는 요구 전달을 수신하고,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24)은 요구 전달을 처리하여 업데이트 저

장기(133) 또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서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위치를 정한다. 일단 특정한 업데

이트 패키지(110)의 위치가 정해지면,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은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참고하여 원

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와의 통신 링크를 수

립하도록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명령한다.

서버측 업데이트 결정

또 다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와 통신 링크를 수립하고, 디바이스

의 종류, 모델, 및/또는 상표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작 시스템 소프트

웨어의 버전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전달한다.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는 식별 정보를 분석하고, 서버 목록을

점검하거나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존재에 대해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문의한다. 서버 목록이나 업데이트 저장기

(133)에서 동작 소프트웨어의 이용가능한 버전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전달된 동작 소프트웨어의 내장 

버전과 비교한 이후, 업데이트 저장기(133)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하도록 명령

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요구에 따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분산하도록 업데이트 저장기(133)

에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전달된다. 이 경우,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의

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전달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동작한다.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

버(136)의 사용은 바람직하게 부하 균형을 개선하고, 동일한 업데이트 패키지 제공자에 연결된 많은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104)를 갖는 것에 의해 부과되는 대역폭 제한을 감소시킨다.

한 특성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요구되는 것으로 결정되거나 요구되는 특정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업데이트 저장기(133)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은 특정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시키도록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요구를 전달한다. 일단 업데이트 패키지(100)가 발생되면, 업데이트 발생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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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는 저장 및 요구 서비스를 위해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전달한다. 업데이트 저장기(133

)의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에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저장한 이후,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은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전달한다. 이어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104b)와 통신을 수립하고 요구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한다.

도 1D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40)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40)은 업데이트 발생기(1

02),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 104b, 104c, 104d, 104e, 104f, 104g, 104h, 104i), 및 도 1C에 설명된 업

데이트 서버 어레이(122)와 그 범위 및 기능이 유사한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42)의 구성 성분 버전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를 포함한다. 업데이트 서버 어레이(142)는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을 포함하는 업데이터 저장기(133)와

다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 136b, 136c)를 포함한다. 다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 136b, 136c)

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104i)와 통신 링크를 수립할 수 있고, 버전이나 목록 정보를 전달 또는 수신하도록 클

라이언트 디바이스(104a-104i)와 양방향 통신할 수 있다. 이 특정 실시예는 업데이트 저장기(133)의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이 통신하여 다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 136b, 136c)의 활동을 조정하고, 또한 다수의 업데

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 136b, 136c)에 다수의 기록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리하게, 본 특정 실시예는 인터넷이나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와 같은 하나 이상의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업데이트 패키지(104)를 분산하는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00, 120, 130, 140)의 탄력성,

효율성, 및 성능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40)은 바람직하게 다수의 다른 클라이언트 서비스

에 업데이트 요구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40)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정보 및 업데

이트 패키지를 교환하는데 다수의 다른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A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140) 사이의 통신을 상세히 설명하는 업데이트 설치 처리(20

0) 또는 업데이트 문의, 검색, 및 설치 처리의 개요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시작 상태(202)에서 시작

되어 상태(204)로 이어지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 버(136)와 통신 링크를 수립

한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이어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서버 목록에 대해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

6)를 폴링(polling)하는 상태(206)로 진행된다. 한 실시예에서, 서버 목록은 업데이트 저장기(133)에서 업데이트 디바

이스 서버(136)로 전달되거나, 참고하도록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가 내장 메모리나 저장 구성성분에 서버 목

록을 유지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폴링된 서버 목록은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파일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의 최근

이용가능한 버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부가하여, 서버 목록은 이용가능한 업데이트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주어지는 기존 파일, 소프트웨어 구성성분, 또는 펌웨어와 다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변수 및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폴링된 서버 목록은 또한 새로운 코드 버전의 특

성을 식별하는 업데이트 사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서버 목록이 전달되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구해지면, 업데이트 설치 처리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104)가 서버 목록의 업데이트 사인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주어지는 기존 동작 소프트웨어와 비교하는 상태

(208)로 진행된다. 비교 처리는 상태(210)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04)가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로부터 다운로

드되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사용된다. 

비교가 완료된 이후,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상태(210)로 진행된다. 상태(210)에서 동작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터 

버전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결정하면,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종료 상태(220)에서 종료되고 다음 스케쥴 또는 사용자 촉구가 활성화될 때까지 비활성

화 상태로 유지된다.

대신하여, 상태(210)에서 동작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이 원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결정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상태(212)에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로부터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요구한다.

상태(212)에서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가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대한 요구를 전

달하고, 여기서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은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이용가능한 버전에 대해 업데이트 

저장기(133)를 검색한다. 더욱이,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기록 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용가능

하면,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저장기(133)의 기록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으로부터 검

색되어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전달된다. 이어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

110)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한다. 상태(214)에서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데이트 패키지(110)

를 수신하고, 업데이트 설치 처리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설치하는 상태

(216)로 진행된다. 설치 동작의 특성은 이후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또 다른 실시예로, 상태(214)에서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기록 버전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이 결정하면, 업데이트 관리 구성성분(134)은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발

생되는 원 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대한 요구를 전달한다. 이때,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에서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는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이용가능해지도록 대기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대기하는 동안, 업

데이트 발생기(102)는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만들고, 그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업데이트 저장기(133)로 

전달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이용가능할 때,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상태(216)에서 이어지는 설치를 위

해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한다. 설치 동작(216)은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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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으로,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검색하여 설치한 이후,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종료 상태(218)에서

종료된다. 원하는 버전의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으로 업데이트하고 개발자 조건에 따라 다른 기능을 실행한 

이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바람직하게 다른 파일이나 동작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업데

이트를 점검하도록 진행된다. 그래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추가 업데이트 문의에 대해 요구되거나 필요로 되

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한 모범적인 업데이트 시퀀스에서,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이 성공적으로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업데이트 저장기(133)로부터 추가 버전(즉, 버전 3)의 이

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의 파일이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때까지 이들 증

가적인 업데이트를 검색하여 설치하도록 진행된다.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다수의 이용가능한 업데이트(버전)의 존재를 인식하

고, 가능한 각 업데이트 패키지를 순차적 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버전을 사용하여 파일이나 구

성성분을 업데이트하도록 진행된다(즉, 버전 1이 버전 3으로 직접 업데이트). 특정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에 

대한 업데이트 싸이클을 완료한 것에 이어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다른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구성성분이 업데

이트를 요구하는가를 결정한다. 또 다른 업데이트는 상기와 같이 모든 파일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업데이트 싸인 상태

(208)의 비교로 시작되어 처리되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종료 상태(216)에서 동작을 종료하고 업데

이트 설치 처리(200)가 다음에 활성화될 때까지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문의하여 검색하도록 구성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처리는 사용자 초기화 기능이 될 수 있다.

상기에 설명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를

통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동시에 또한/또는 분리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상술

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는 도 2A 또는 도 2B와 연관되어 설명된 것과 유사한 단계 순차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분

산 시스템(100, 120, 130, 140)의 상술된 실시예 중 임의의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구성성분(102)이 자동적으로 동작되도록 스케쥴 조정되면, 업데이트 구성성분(102)은 다음에

스케쥴 조정된 동작 때까지 배경에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가 바람직하

게 초기화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200)를 포함하는 작용은 개발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가시적이거나 투명해질 수 있다. 부가하여, 상태(206)에서 서버 목록을 폴링하고 상태(208)에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2)에 이용가능한 최근 버전과 파일의 기존 버전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에 이어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

04)는 사용자에게 업데이트가 이용가능함을 알리고 업데이트를 검색하려는 허용을 대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클라

이언트 디바이스가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자동적으로 검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고).

도 2B는 도 1A 및 도 1D에서 설명되는 상기의 업데이트 분산 시스템과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는 업데이트 설치 처리

(150)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150)는 시작 상태(252)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와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상태(254)로 진행된다. 이어서, 업데이트 설

치 처리(250)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로부터 업데이트 정보 문의를 요구하는 

상태(256)로 진행된다. 업데이트 정보 문의는 종류, 모델, 및 디바이스 상표와 같은 정보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

)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작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식별 정보는 통신 링크를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로부터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자동적으로 전달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정보 문

의는 또한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특정 파일이나 업데이트 구성성분의 특성을 식별하는 업데이트 싸인을 포함할 수 있

다.

업데이트 정보 문의가 전달되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구해질 때,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요구되는

업데이트 정보를 질문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전달함으로서 응답한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250)는 상태(2

58)로 진행되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새로운 코드 버전의 업데이트 싸인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

)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코드 버전과 비교함으로서 업데이트 정보 문의를 수신하여 처리한다. 비교 처리는 

상태(258)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04)가 업데이트 저장기(133)로부터 전달되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설치되

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사용된다. 비교가 완료된 이후, 업데이트 설치 처리(250

)는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데이트 정보 응답으로부터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이용가능성을 결정

하는 상태(260)로 진행된다. 더 새로운 코드 버전이 업데이트 저장기(133)에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설치 처

리(250)는 종료 상태(280)에서 종료되고, 업데이트 설치 처리(250)는 다음 스케쥴 또는 사용자 촉구가 활성화될 때까

지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된다.

다른 방법으로, 상태(260)에서, 업데이트 정보 응답으로부터 업데이트 코드 버전이 업데이트 저장기(133)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결정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또한 상태(262)에서 업데이트 정

보 문의로부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갖는가 여부를 결

정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대해 충분한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이 이용가능한 

것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결정하면,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상태(264)에서 클라 이언트 업데이트

요구를 처리한다.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이어서 상태(266)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클라이언트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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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104)에 전달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한 이후, 업데이트 설치 처리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

데이트 패키지(110)를 설치하는 상태(268)로 진행된다. 업데이트 설치 처리(250)는 이어서 또 다른 업데이트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료 상태(280)에서 종료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패키지 설치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이후 도 10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다른 방법으로, 상태(262)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용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충분한 메모리 또

는 저장 공간이 이용가능하거나 할당되지 않은 것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결정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104)는 상태(270)에서 할당 과정을 실행하려는 요구를 전달하고, 여기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다운로드 전달을 

수용하도록 추가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을 비워 놓는다. 한 실시예에서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다운로드 전달을 

위한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제1 데이터 영역(즉, RAM)에 저장된 기존 파일을 제2 데이

터 영역(즉,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다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제1 데이터 영역에 저장

된 파일을 압축하여 업데이트 패키지에 이용가능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든다. 메모리를 더 할당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는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설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도록 파일들을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

136)에 전달할 수 있다. 상술된 메모리 할당 구조의 조합이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생성

하 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메모리 할당 구조가 사

용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상태(270)에서 공간 할당을 완료할 때, 업데이트 설치 처리(250)는 상태(272)로 진행되

고, 다운로드 전달을 위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서 충분한 공간이 이용가능하면, 업데이트 설치 처리는 이어지

는 업데이트 요구(264), 업데이트 전달과 수신(266), 및 업데이트 설치(268)를 위해 상태(264)로 진행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다운로드 전달을 수용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할당된 공간이 충분하

지 않다는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에 의한 결정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설치 처리는 종료 상태(280)에서 종료되

도록 진행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의 공간 제한을 수용하는 

일부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전달한다. 그 일부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서 제

한된 양의 이용가능한 공간을 사용해 업데이트 처리를 완료하도록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 실시예에서, 설치 과정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보전을 인증하고 검증한다.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의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기에 저장되고,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104)는 필요한 경우 재부팅된다.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압축해제되고, 업데이트의 설치를 초기화하

도록 명령어 세트가 실행된다. 상술된 설치 과정은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경되거나 재배열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되어야 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업데이트 발생기(102)의 사용과 연관된 처리를 통하여 업데이트 서버 어레

이(122, 132, 142) 및 요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이용가능해진다. 도 3은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업데이트 생성 처리(300)를 설명한다. 업데이트 생성 처리(300)는 업데이트 발생기(102)와 연관된 구성 

매개변수, 및 바람직하게 더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존 코드 버전에 주어지는 정보를 사용한다. 업데

이트 생성 처리(300)는 시작 상태(302)에서 시작되어 상태(304)로 진행되고, 여기서는 현재 코드 버전을 포함하는 기

존 파일이 열린다. 현재 코드 버전은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파일이나 화상을 포함

한다. 한 특성으로, 현재 코드 버전은 화상 파일의 형태로 식별되어 저장되는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진수 코드 또는 부

호화된 정보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이동 전화기의 경우, 현재 코드 버전은 업데이트되는 메모리나 저장 영역의 내용

에 반영된다. 메모리나 저장 영역의 내용은 또한 운영 시스템 코드, 응용 코드, 펌웨어 내용, 또는 기능을 운반하도록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다른 명령어 세트를 포함한다.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의 한가지 주요 특성은 업데이트 처리가 코드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되는 메모리나 저장 영역의 화상 또는 시뮬레이션 표시를 사용하여 발생된다. 업데이트 동작은 

명령 레벨로 동작될 필요가 없고, 고레벨(즉, 파일 레벨) 또는 저레벨(명령을 포함하는 정보가 이진수, 16진수, 또는 

다른 유사한 형태로 표시된다)로 동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데이트 처리는 지정된 단어(word) 순차나 패턴을 포함

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근거로 현재 코드 버전을 인식한다. 한 특성으로, 작업의 크기 또는 길이는 탄력적으로, 비

트, 바이트, 명령, 파일, 또는 제2 단어 시퀀스로 나타내지는 원하는 코드 버전에 이어서 비교되고 그 두 시퀀스 사이

의 차이가 식별되는 다른 정보 시퀀스로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업데이트 처리는 원하는 코드 버전을 얻기 위해 어느

명령이 대체될 필요가 있는가 보다는 기존 코드 버전을 원하는 코드 버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어떤 단어 시퀀스가 변

화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협의에 반드시 제한되지는 않는다.

기존 코드 버전의 화상을 오픈하면,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이어서 상태(306)에서 사용되도록 화상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를 컴파일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할 때,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는 원하는 제2 코드 버전(108)을 나타내는 화상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디지털 정보 시

퀀스의 이러한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가 명령어 세트를 발생하고 이어서 기존 코드 버전을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수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 5 및 도 6을 참고로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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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306)에서,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해시 테이블(hash table)을 설립하는데 사용될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검색

하도록 기존 화상을 미리 처리한다. 해시 테이블은 이어지는 룩업(lookup) 및 검색을 위해 데이터 구조에 저장된 제1 

코드 버전에 특정한 디지털 시퀀스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해시값을 포함한다. 해시 값은 기존 화상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에 대응하고, 이는 더 새로운 코드 버전 을 설립하는데 사용된다. 한 특성으로, 해시 어레이는 기존 코드 

버전으로 형성되고, 기존 코드에서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스트링을 식별한다. 해시 어레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 도 4와 연관되어 논의된다.

상태(306)에서 기존 코드 버전으로부터 해시 어레이(330)를 설립한 이후, 업데이트 생성 처리(300)는 상태(308)로 

진행되어 제1 코드 버전에서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새로운 파일이 오픈

된다. 새로운 파일은 결국 업데이트를 원하거나 요구할 때 클라이언트에 전달되도록 서버에서 이용가능해지는 업데

이트 패키지(110)가 된다. 업데이트 생성 처리(300)는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생성되는 상태(310)로 진행된

다. 이어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명령어 세트는 동작, 명령, 매개변수,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 효율

적인 방식으로 기존 코드 버전을 업데이트 코드 버전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식별하는 다수의 시퀀스 식

별 및 변환 기능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이 상태(310) 동안에는 기존 코드 버전의 정보 합성 및 시퀀스가 평가되고 기

존 코드 버전을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명령이 식별된다.

상태(310)에서 코드 버전 분석 및 명령어 세트 발생이 완료된 것에 이어서, 업데이트 생성 처리(300)는 상태(312)로 

진행되어, 업데이트 명령어 세트의 내용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는 보안성을 제공하도록 발생된 명령

어 세트를 부호화한다. 부가하여, 명령어 세트는 또한 결과로 주어진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전체 크기를 감소시키

도록 LZW 압축과 같은 다양한 압축 구조를 사용하여 더 압축될 수 있다. 압축/부호화된 명령어 세트는 상태(314)에

서 업데이트 패키지(110) 로서 저장된 헤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이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내용을 유효화하고

업데이트 및/또는 유사한 기능의 버전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또한 상태(314)에서 다수의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36a, 136b, 136c)에 전달되고, 여기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발행되어 다운로드를 위해 

다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a-104i)에 액세스가능해진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저장/발생한 이후, 업데이트

발생 처리(300)는 종료 상태(316)에서 종료된다.

도 4는 상기의 도 3과 연관되어 논의된 해시 어레이(330)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해시 어레이(330)는 다수의 디지

털 정보 시퀀스 또는 단어(360-366)의 위치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350-356)를 저장하여 참고하는데 사

용되는 다수의 해시값(340-343)을 포함한다. 한 특성으로, 디지털 정보 시퀀스 또는 단어는 공지된 길이 또는 크기를

갖는 단어를 포함한다. 각 단어(360-366)는 또한 하나 이상의 비트, 바이트, 또는 다른 인식가능한 양의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업데이트 처리에 사용되는 단어 길이는 반드시 고정될 필요가 없고, 대신하여 정보가 전자 디바이스에 저

장되는 방식으로, 또는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해시값(340-343)이 계산되는 단어(360-366)의 길이는 전자 디바이스의 설계에 의해 인식되는 길이가 

되도록 선택된다. 이들 해시값(340-343)은 해시 어레이(330)에 저장되고, 업데이트 코드 버전에서 요구되는 원하는 

단어가 현재 코드 화상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도록 업데이트 발생기에 의해 사용된다. 한 특성으로, 해

시값(340-343)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단어(360-366)의 길이는 하나 이상의 비트, 바이트,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다른 정보량을 포함하는 이산적인 단어 길이를 갖도록 선택된다. 그러나, 해시값(340-343)을 발생할 때 다른 단어

길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시값(340-343)을 결정하는데 공지된 단어 길이를 사용함으로서, 업데이트 발생기는 새로운 코드 버전을 형성할 때

복사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코드 버전에서 밝혀질 수 있는 단어의 요약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해시 

테이블의 실시 및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발생할 때의 용도에 대한 추가 내용은 이후 도 6A 내지 도 6h를 참고로 보

다 상세히 설명된다. 한 특성으로, 해시 어레이(330)의 해시값은 새로운 코드 버전을 구성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스트링을 바람직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된 특정 시퀀스에 대한 시작 어드레스를 참고함으로서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참고하는데 사용된다.

어드레스(350-36)는 업데이트 처리 동안 기존 코드부를 참고하는 명령을 형성하도록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참고되는 계산된 해시값(340-343)으로 해시 어레이(330)의 데이터 구조에 저장된다. 한 특성으로, 해시 어레이(330)

를 전개할 때,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유일한 시퀀스, 자주 마주치는 시퀀스, 및/또는 시퀀스를 재구성하기에 어려운

시퀀스와 같이, 명확하거나 바람직한 디지털 시퀀스 특성을 구성하는 특정 단어에 대해 해시값을 지정한다. 한 실시

예에서, 해시 어레이(330)의 주요 기능은 타켓 시퀀스(예를 들면, 업데이트 코드 버전에서 요구되는 시퀀스)와 소스 

시퀀스(예를 들면, 기존 코드 버전에 현재 위치하는 시퀀스) 사이에 '동일한' 단어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 해시 어레이(330)는 또한 이 단어가 업데이트 코드 버전에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코드 버전에

서 '동일한' 단어에 대한 시작 어드레스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코드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식별되는 단어

는 업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기존 단어 정보를 업데이트 코드의 새로운 위치로 검색 및/또는

복사하도록 하나 이상의 명령이 사용될 수 있다. 이 특성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이 전형적으로 식별하는 대응 

시퀀스 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요구 크기를 감소시킨다. 각 해시값(340-343)은 하나 이상의 

위치에 동일한 단어를 발생시키도록 여러번 액세스되고 효율적으로 요구되는 단어를 발생시키도록 필요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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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시 어레이(330)의 한가지 바람직한 특성은 이것이 기존 코드 버전에 주어지는 이용가능한 디지털 정보 시퀀스나 

단어의 '사전(dictionary)'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업데이트 발생기는 이 정보를 재배열 및 복사함으로서 새로운 코드 

버전을 만드는데 이들 코드 시퀀스나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 방식으로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서, 업데이트 패키지는 

코드 복사 및 재배열을 위한 명령이 전형적으로 문자 코드 시퀀스 또는 단어와 비교하여 크기가 현저하게 더 작으므

로 바람직하게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단일 명령이 많은 비트나 바이트의 정보와 동일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해시 어레이(330)에서, 어드레스 'a'는 비트 시퀀스 '110010'에 대응하는 단어(360)가 이전 코드 버전

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코드 발생기는 바람직하게 해시 어레이(330)에서 이 인덱스(340)를 액세

스하 는 명령을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위치의 단어로부터 복사될 정보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드레

스 'a'의 단어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 비트 시퀀스는 '1', '11', '110', '1100', '11001', '110010' 등을 포함한다. 유사하

게, 어드레스 'b'의 단어는 '1', '10', '101', '1010', '10100', '101000', '1010001', '10100011' 등을 포함하는 비트 시

퀀스를 발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코드 버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코드 버전의 단어 또는 시퀀스를 식별함으로서,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서 구해져야 하는 정보량은 바람직하게 최소화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어드레스 지정되는 각 단어에 

대응하는 시퀀스는 하나 이상의 비트, 바이트, 파일, 또는 다른 인식가능한 크기 및 길이의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양의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른 정보 구성은 유사한 방식으로(즉, 비트형 어드레싱, 바이트형 어드레싱, 파일

형 어드레싱 등) 어드레스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특성으로, 비트나 바이트 시퀀스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단어는 다양한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정보를 링크시킴

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시값(342)은 특정한 단어(362-364)와 연관된 각 어드레스와 링크되는 어드레

스 'd', 'k', 및 's'에 대응한다. 상술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어드레스로부터의 각 단어의 가변 부분은 단어 패턴의

조합을 더 발생시키도록 함께 연관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특정한 해시값의 어드레스는 링크된 리스트 데이터 구조

를 사용하여 연관된다. 어드레스의 연관은 해시값(342)에 대해 도시된 것과 근접하여 위치하는 정보를 연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해시값(343)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 하여 배열된 정보를 더 연관시킬 수 있다. 이 해시값(343

)은 단어(365, 366)에 대해 각각 어드레스 'h' 및 'w'를 포함하고, 이들은 그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정보의 조합으로부

터 기인된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형성하도록 바람직하게 연관된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의 다른 부분에 위치할 수 있

다. 해시값(343)은 또한 메모리나 저장 영역의 순차적인 로우(row) 또는 뱅크(bank) 번호가 원하는 정보 시퀀스를 생

성하도록 배열되는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뱅크 번호는 해시값(343)의 제1 어드레스에 대응하고, 

제2 뱅크 번호는 제2 뱅크 어드레스에 대응할 수 있다. 어드레스 정보의 연관은 새로운 코드 버전을 형성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많은 수의 가능한 정보 시퀀스를 생성하는데 다수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다른 많은 조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모리 또는 저장 뱅크 배열, 해시값(340-343)을 사용하는 명령어 세트의 형성과 구성, 및 기

존 코드를 사용한 바람직한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결과적인 발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도 5는 명령어 세트 발생 처리(400)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고, 이는 제1 코드 버전을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를 발생하도록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사용된다. 한 특성으로, 이 처리(400)는 업데이트 

패키지(100)에서 사용되도록 명령이 선택되는 방식을 기능적으로 설명한다. 이 처리(400)는 또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드 변환 또는 버전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다수의 명령을 식별한다. 한 특성으로, 명령어 세트 발생 시퀀스(400)는 코

드 변환을 실행하고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량을 줄이는 구조적인 조합 을 바람직하게 식별하

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명령 조합을 제공한다. 이는 실제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업데이

트 패키지(110)를 전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송 시간을 감소시킨다. 가능할 때 기존 코드 시퀀스를 사용함으로서, 코

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수 명령와 조합되어, 이전 코드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량을 더 줄이

는 방식으로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바람직하게 변환된다.

명령어 세트 발생 시퀀스(400)는 시작 상태(402)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업데이트 발생기(102)가 기존 파일이나 코드

버전의 시작부에 대응하는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상태(404)로 진행된다. 포인터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 분석이 완료되

는 때를 결정하도록 시퀀스 분석 기능에 의해 사용되는 참고 위치를 유지한다. 한 특성으로, 디지털 정보 시퀀스 분석

은 대응하는 명령 종류를 분석하는데 각각 사용되는 다수의 비교 기능을 포함한다. 이들 명령은 기존 시퀀스 명령, 런

렝스(run length) 명령, 해시 명령, 및 디폴트(default) 명령을 포함한다. 상술된 명령 및 대응하는 비교 기능은 명령어

세트 발생 시퀀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다른 명령 중 단지 몇 가지이고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과 연관되

어 다른 명령이 고안 및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태(406)에서, 비교 기능은 포인터가 나타내는 위치에 대응하는 코드에 대해 적용되고, 그 비교 기능과 연관된 각 명

령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새 코드가 발생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한 특성으로, 조합 기능은 특정한 

코드 일부를 나타내는 분리된 방법을 제공하는 명령을 사용한다. 일부 예에서, 한 명령은 코드 구성에 따라 또 다른 명

령 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포인터의 위치에서 기존 코드 버전 내에 주어지는 소정의 코드 시퀀스를

근거로, 기존 시퀀스는 정보의 3 단어, 정보의 런랭스 기능 5 단어, 및 정보의 해시 시퀀스 기능 8 단어를 해석할 수 



공개특허 특2003-0071750

- 14 -

있다. 상태(408)에서, 처리는 비교 기능 중 어느 것이 다른 비교 기능과 연관된 최상의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식별한다

. 전형적으로, 최상의 결과는 단일 명령나 명령 그룹을 사용하여 최대 코드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비교 기능으로 식별

된다. 상기의 예의 경우, 해시 시퀀스 기능은 최장 단어 표시(8 단어)를 나타내고, 해시 시퀀스 기능과 비교하여 더 짧

은 코드를 해석하는 다른 비교 기능 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물론, 다른 코드 시퀀스에서, 다른 비교 기능 중 하나

가 더 바람직할 수 있고, 다른 비교 기능과 비교하여 더 큰 코드부를 해석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상태(408)에서 비교 기능으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선택하면, 처리(400)는 식별된 비교가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가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410)로 진행된다. 한 특성으로, 효율성은 단일 명령에 의해 나타내질 수 있는 코드량의 함수

로 측정된다. 효율성의 한계치는 식별된 '최상의 결과'가 적어도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직접 문자 스트링을 포함하

는 디폴트 명령 기능 만큼 효율적이거나 그보다 더 효율적임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식별된 최상의 결과 기능이 디

폴트 명령 보다 더 효율적이면, 비교 기능에 의해 코드화된 정보 시퀀스에 대한 명령 코드화는 업데이트 패키지(110)

에 포함되고, 포인터는 상태(412)에서 비교 기능에 의해 해석된 코드에 바로 이어지는 정보의 제1 부분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디폴트 명령이 '최상의 결과' 기능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결정되면, 디폴트 명령은 상태(41

4)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되고, 포인터는 상태(412)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된다.

상태(412)에서 포인터를 업데이트한 이후에, 처리(400)는 포인터가 상태(416)에서 파일의 끝부분에 이르렀나를 결

정한다. 포인터가 파일의 끝부분에 이르지 않았으면, 처리는 다음 코드부에 대해 시퀀스 분석이 시작되고 업데이트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반복될 수 있는 상태(406)로 진행한다. 이 방식으로, 전체 파일은 비교

기능이 성공적으로 선택되고 가장 효율적인 명령이 선택됨에 따라 포인터를 진보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단계화'된다

. 파일의 끝부분에 이르렀으면, 명령어 세트 발생 처리(400)는 처리가 종료되고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선택 명령을 포

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가 패키지화되어 분산될 준비가 된 상태(408)로 진행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 시퀀스 기능은 도 1A의 제1 버전(106)과 같은 오래된 코드 버전에 이미 존재하

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도 1A의 제2 버전(108)과 같은 더 새로운 코드 버전의 업데이트 디지털 정보 시퀀스로 업데

이트 또는 수정한다. 한 실시예에서, 명령어 세트 발생 시퀀스(400)는 코드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함

으로서 변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추가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설명된 각 비교 기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 6A 및 

도 6D와 연관되어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이어지는 설명 및 그와 연관된 도면에서는 다른 단어 길이에 대응하는 모범

적인 비트 및 바이트 시퀀스가 도시된다. 이러한 예는 업데 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과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가

능한 많은 실시예의 단어 길이 및 크기 중 단지 일부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6A는 상술된 명령어 세트 발생 처리(400)와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는 런랭스 부호화(run length encoding, RLE) 

명령(500)의 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단어 시퀀스(502)는 제1 코드 버전(106)으로부터의 디지

털 정보 시퀀스를 나타내고, 제2 단어 시퀀스(504)는 제2 코드 버전(108)으로부터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나타낸다.

제2 코드 버전(108)의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2 단어 시퀀스(504)가 'W1'의 값과 같이 특정한 단어(506)의 연

속적인 시리즈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결정될 때, RLE 명령(500)는 원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

를 발생하도록 지정된 단어 길이(N)(508)에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서는 N = 6에서 사용된다. 단어 길이는 다른 값에

의해 인터럽트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구성성분의 양이다. RLE 명령을 사용하면, 반복되는 단어 패턴이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이 명령은 바람직하게 제2 코드 버전에서 나타내지는 대응하는 단

어수와 비교해 업데이트 패키지에서 공간을 덜 차지한다. RLE 명령(500)는 또한 제1 코드 버전의 특정한 단어 시퀀

스가 오버라이트되거나 수정되어 제2 코드 버전을 형성하는 것을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된 실시

예에서와 같이, 제1 코드 버전의 단어 패턴 'W1, W2, W3, W4, W5, W6'은 제2 코드 버전에 오버라이트되어 단어 패

턴 'W1, W1, W1, W1, W1, W1'을 형성한다. 다른 방법으로, 기존 단어 패턴 중 일부만이 연속적인 단어 패턴에 의해 

새로운 코드 버전으로 오버라이트되거나 연속적인 단어 패턴이 기존 단어 패턴에 연관될 수 있다. 부가하여, 하나 이

상의 단어 구성성분이 RLE 명령(500)에서 지정된 단어 길이(508a)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므로, 'W1', 'W1, W1', 'W1

, W1, W1', 'W1, W1, W1, W1' 등을 포함하는 단어 패턴이 다른 단어 길이 매개변수를 갖는 RLE 명령을 사용하여 발

생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제1 코드 버전(106)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동일한 특정 위치에서 시작되는 제1 단어 시퀀스(50

2)는 제2 코드 버전에서 동일한 길이의 반복 단어 시퀀스와 대체된다. 다른 말로 하면, RLE 명령(500)는 파일 코드의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 단어형 반복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식별하고,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대체한다. 부가하여, RLE 명령(500)가 추후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도 5의 상태(4

08)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반복하는 단어형 시퀀스(504)에 대한 RLE 명령(500)는 원하는 단어 반복수(508)와 같은 

다른 매개변수와 함께 명령 리스트에 저장된다. 명령 리스트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사용하여 제1 코드 버전을 제

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데 요구되는 시퀀스 분석 및 명령어 세트 발생 기능(400)에 의해 식별되는 명령 시리즈를

나타낸다.

RLE 명령(500)를 사용하는 한가지 이점은 디지털 정보 시퀀스에서 단어형 구성성분의 연속적인 스트링이 단일 명령

로 새로운 코드 버전에 쉽게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RLE 명령(500)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이 명령이 원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제2 단어 시퀀스(504)의 연속적인 단어형 스트링의 반복적인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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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비교적 쉽게 실행된다는 점이다.

도 6B는 제1 코드 버전(106)으로부터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나타내는 제1 단어 시퀀스(512) 및 제2 코드 버전(10

8)으로부터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나타내는 제2 단어 시퀀스(514)가 도시된 기존 시퀀스(EXS) 또는 이중 명령(51

0)의 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 코드 버전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1 단어 시퀀

스(512)가 제2 코드 버전(108)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동일한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2 단어 시퀀스(514)

와 똑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EXS 명령(510)는 유사성을 반영하도록 지정된 단어 길이(N)(518)에서, 예를 들면

이 경우 N = 4에서 사용된다. RLE 명령(500)에 대해 앞서 도시된 바와 같이, EXS 명령(510)는 바람직하게 제1 및 

제2 코드 버전 사이에서 유사성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길이 매개변수(518)를 포함한다.

한 특성으로, EXS 명령(510)는 코드 버전 사이에 변하지 않고 유지되므로 업데이트 처리 동안 업데이트되거나 변경

될 필요가 없는 기존 단어 시퀀스를 식별하도록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사용된다. 더욱이, 기존 시퀀스 명령이 

디지털 정보 시퀀스 분석 동안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업데이트 발생기(102)가 결정하면, 지정된 단어 길이

(518a)의 EXS 명령(510)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반복수와 같은 다른 매개변수와 함께 명령 리스트에 저장된다. EX

S 명령(510)를 사용하는 한가지 이점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존의 단어형 디지털 정보 시퀀스가 식별될 수 있고 

단일의 작은 명령이 여분 또는 불필요한 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유사성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

다는 점이다.

도 6C는 어드레스 또는 해시(HSH) 명령(520)로부터 복사의 한 실시예를 도시 한다. 예를 들어, 제1 코드 버전(106)

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나타내는 제1 단어 시퀀스(522) 및 제2 코드 버전(108)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

를 나타내는 제2 단어 시퀀스(524)가 도시된다. 동작 소프트웨어 코드의 제1 버전(106)으로부터 어드레스(526), 이 

경우에서는 어드레스 'b'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1 단어 시퀀스(522)가 동작 소프트웨어 

코드의 제2 버전(108)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2 단어 시퀀스(524)와 똑같거나 실

질적으로 동일하면, HSH 명령(520)는 업데이트 패키지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반영하도록 지정된 단어 길이(N)(528)

에서, 예를 들면 이 경우 N = 6에서 사용된다.

한 특성으로, 해시 시퀀스 기능은 고정된 길이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에 대해 해시값을 계산함으로서 단어를 찾는다. 

해시값은 이때 해시 테이블값과 비교된다. 계산된 해시값이 저장된 해시 테이블값과 정합되면, 저장된 해시 테이블값

에 대응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시작 어드레스가 구해진다. 이러한 정합이 일어날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도록 지정된 어드레스의 단어를 보다 상세히 주사한다. 해시 테이블이 계산된 해시값과 정합하는 하나 

이상의 저장된 해시값을 포함하면, 각 가능성이 평가되고, 그 결과로 가장 긴 정합이나 가장 효과적인 정합이 사용된

다.

HSH 명령(520)는 해시 시퀀스 기능을 포함하고, 업데이트 발생기(102)는 해시 테이블 데이터 구조에서 밝혀지는 계

산된 해시값에 대응하는 디지털 시퀀스 정합을 결정하도록 해시 테이블(330)에 저장된 어드레스로 참고되는 기존 단

어 시퀀 스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해시 시퀀스 기능이 디지털 정보 시퀀스 분석의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업데이트 발생기(102)가 결정하면, 지정된 어드레스 위치(526)와 지정된 단어 길이(528)를 포함하는 HSH 명령(520)

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반복수와 같은 다른 매개변수와 함께 명령 리스트에 저장된다. HSH 명령(520)를 사용하는 

한가지 이점은 해시 테이블(330)이 이용가능한 단어의 사전으로 동작하는 기존 코드에서 기존의 단어형 디지털 정보 

시퀀스가 식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HSH 명령(520)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내에 직접적으로 시퀀스나 단어를 

포함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코드 시퀀스나 단어를 재활용하는 업데이트 발생 처리 기능을 반영한다. HSH 명령

(520)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이 명령(520)가 해시 테이블에서 참고되는 어드레스에 의해 반영된 다양한 코드 부

분을 조합함으로서 코드의 큰 부분을 발생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코드

버전의 단어 시퀀스 'W3, W4, W5, W6, W7, W8, W9, W10'은 어드레스 'b'의 제1 코드 버전에서 바람직하게 식별된

다. HSH 명령(520)는 이 어드레스를 참고로 사용하고, 이 위치에 주어지는 코드를 제2 코드 버전에서 원하는 위치로 

복사한다. 이 동작을 실행하는 명령은 바람직하게 어드레스로 참고되는 문자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 보다 크기가 더 

작다. 이와 같이, 명령 'HSH b, N'은 어드레스 'b'에 위치하고 N의 값으로 지정된 길이를 갖는 스트링의 전체 내용을 

복사하는데 사용된다(스트링 'W3, W4, W5, W6, W7, W8, W9, W10'을 복사하는 예에서는 N = 8).

도 6D는 디폴트(DEF) 명령(532)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DEF 명령(532)는 원하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도록 다른 명령이 발견될 수 없을 때 명령어 세트 발생 처리(400)에 의해 적용된다. 

DEF 명령(532)는 동작 소프트웨어 코드의 제1 버전(106)으로부터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DEF 명령와 연관된 스트

링이나 다른 정보의 문자 내용으로 대체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말로 하면, DEF 명령(530)는 제1 코드 버전(106)의 

파일 코드에서 기존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와 정합하지 않아서 다른 명령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재구성될 수 없는 디

지털 정보 시퀀스의 단어형 패턴을 식별한다. DEF 기능(530)이 디지털 정보 시퀀스 분석에서 '최상의' 또는 가장 효

과적인 결과를 산출한다고 결정되면, 패턴 단어형 시퀀스(534)에 대한 DEF 명령(530)는 삽입되는 스트링 또는 정보 

시퀀스의 문자 내용과 함께 명령 리스트에 저장된다. 이와 같이, 명령 'DEF W15, W16, W17, W18, W19, W20'은 '

W15, W16, W17, W18, W19, W20'의 문자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복사하는데 사용된다. DEF 명령(530)를 사용하는

한가지 이점은 디지털 정보 시퀀스에서 단어형 구성성분의 존재하지 않는 스트링이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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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포함되는 단일 명령로 새로운 코드 버전에 쉽게 삽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 7은 재구성된 디지털 정보 시퀀스(550)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재구성된 시퀀스(550)는 시퀀스(550)의 일부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다수의 명령을 포함한 명령어 세트(552)를 사용하여 구해질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재구

성된 시퀀스(550)는 단어형 명령을 사용하여 발생된다. 제1 명령어 세트(552)를 실시하는 처리는 원하는 단어 시퀀

스(550)를 발생하도록 명령(500, 510, 520, 530)를 순 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명령어 세트의 명령을 단

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이어서, RLE 명령(500)는 런랭스 부호화 비트 시퀀스(504)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파일에서 

제1 비트 시퀀스를 발생한다. RLE 명령(500)는 입력 매개변수를 근거로 비트 시퀀스 'W1, W1, W1, W1, W1, W1, W

1'을 발생한다. 다음 명령로 진행되면, EXS 명령(510)는 이중 비트 시퀀스(514) 'W1, W2, W3, W4'에 대응하는 제2 

비트 시퀀스를 발생한다. EXS 명령은 지정된 영역에서 임의의 비트를 복사 또는 변경하기 보다 기존 단어 패턴을 식

별하고 이 시퀀스를 그대로 남겨둔다. 이어지는 HSH 명령(520)는 지정된 어드레스 'b'(526)로부터 복사된 단어 시퀀

스(524) 'W3, W4, W5, W6, W7, W8, W9, W10'에 대응하는 제3 단어 시퀀스를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DEF 명령(53

0)는 부가된 단어 시퀀스(534) 'W15, W16, W17, W18, W19, W20'에 대응하는 제4 단어 시퀀스를 발생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DEF 명령은 기존 코드 버전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상술된 비교 기능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성

될 수 없는 단어 시퀀스에 하나 이상의 단어 패턴을 삽입하는데 사용된다. 설명된 재구성 단어형 시퀀스(550)는 단지 

명령어 세트(552)의 실시에 대한 한가지 예이다. 명령어 세트(552)는 기존 코드 버전을 원하는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

키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조합의 하나 이상의 명령(500, 510, 520, 530)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원하는 

코드 버전을 나타내기 위해 명령어 세트를 생성하는 한가지 이점은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종래 차등법으로 구해진 

문자 디지털 정보 시퀀스로 배타적으로 구성된 업데이트 패키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작은 업데이트 패키지 화상을 전달하는 것이 종래 방 법으로 사용되는 더 큰 문자 업데이트

를 전달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다.

도 8A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가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메모리 또는 저장 설계(1000)의 한 실

시예를 설명한다. 이 설계는 이동전화기, 개인 휴대 단말기, 페이저, 또는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하여 

바람직하게 업데이트되는 다른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종래 전자 디바이스를 나타낸다.

한 특성으로, 설계(1000)는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과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을 포함한

다. 비휘발성 영역(1002)은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반영구 상태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여기서는 이 영역(100

2)에 저장된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디바이스의 전력을 끌 수 있다. 비휘발성 영역(1002)은 코드부(1006) 및 데이터부

(1008)를 포함하도록 논리적으로 더 분할될 수 있다. 코드부(1006)는 디바이스 동작에 기능성을 제공하는 시스템 운

영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데이터부(1008)는 필수적이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유도되는 정보, 또는 필요에 따라 바람직하게 재기록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저장한다. 전형적인 이

동 전화기에서, 데이터부(1008)는 전자 디바이스의 전력을 꺼도 손실되지 않고 필요하거나 원할 때 검색될 수 있도록

저장된 전화 번호, 주소, 또는 개인 메모를 포함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코드부 및 데이터부(1006, 1008)는 모두 업데이트 처리 동안 액세스되고 기록되어 그에 저장된 기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데이터부(1008)는 또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될 때 업데이트 패키지(10)의 복사를 저장하도록 업데이트 

처리 동안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의 일부를 제공한다. 더욱이, 데이터부(1008)는 업데이트 동작이 인

터럽트되면 허용오차의 정도를 제공하도록 업데이트하는 동안 정보를 저장한다. 업데이트 처리의 허용오차 특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도 9 및 도 10과 연관되어 더 상세히 설명된다.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이 분리된 코드부 및 데이터부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여기서 주어지는 업데이트

방법은 다른 메모리 또는 저장 구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비휘발성 저장 영역(1002)은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또는 비휘발성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디바이스 실시와 같은 

하드웨어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부가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영역의 경우, 메모리 구성은 논리적으로 업데이

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과 사용되기 위해 분리된 코드부 및 데이터부로 나뉠 필요가 없다. 상술된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 구성은 단지 본 발명과 사용되도록 적응된 설계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다른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 설계 및 구

성이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쉽게 적응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특성으로, 전자 디바이스의 설계는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이 분할되거나 논리적으로 다수의 저장 

뱅크(bank)(1010)로 나뉘도록 지정한다. 각 저장 뱅크(1010)는 저장 영역의 명확한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고, 유일한 

어드레스(1012)와 연관될 수 있다. 참고로 어드레스(1012)를 사용하여, 저장 뱅크(1010)가 각각 참고되고, 그에 포

함되는 내용은 전자 디바이스의 운영 시스템이나 펌웨어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판독되거나 기록된다. 다른 방법으

로, 저장 뱅크(1010)의 내용은 내용 자체를 참고함으로서 어드레스(1012)에 독립적으로 액세스되고, 여기서 뱅크(10

10)의 내용은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 내에서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참고로 사용된다. 저장 뱅크(101

0)는 소정의 방식으로 저장 뱅크(1010)를 순차적으로 참고하는 뱅크 어드레스(1012)와 인접한 방식으로 배열된다. 

예를 들어,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기(1002)의 저장 뱅크(1010)는 64 킬로바이트의 공통 

크기로 할당된다. 저장 뱅크(1010)는 또한 저장부(1002)의 처음 64 K가 BANK 0에 저장되고 저장부의 두번째 64K

가 BANK 1에 저장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배열된다. 부가하여, '0A'의 블록 어드레스(1012)는 비휘발성 메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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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002)의 BANK 0과 연관되고, '0B'는 BANK 1과 연관된다.

저장 뱅크(1010)의 분할 및 배열은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고 64K 뱅크(1010)를 갖는 비휘발성 영역(1002)과 연관되

어 설명되는 업데이트 관리의 시스템 및 방법은 다른 구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

해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저장 뱅크의 크기는 디바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더 이용가능한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이 

이용될 수 있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다양한 다른 종류의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메모리 또는 저장 소자의 설계(1000)

에 의해 정의되는 저장 영역의 다른 특성 및 조합에 쉽게 적응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특성으로, 전자 디바이스의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은 단일 인접 뱅크 또는 저장부로 구성된다.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 내의 영역은 개별적으로 액세스되고, 그에 포함되는 공간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과 다르게, 어드레스 정보는 메모리(10

04)의 특정 부분을 참고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뱅크에 의해 정의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다소 확고한 구조가 고수

될 필요는 없다.

상술된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 뱅크는 배타적으로 동일한 뱅크 크기로 구성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에, 

각 뱅크는 전자 디바이스 내에서 다른 뱅크에 대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가하여, 뱅크는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

으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고, 물리적인 어드레싱 구조 보다는 논리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어드레스 지정된다. 한 특

성으로, 예를 들어 파일이 저장되고 논리적 어드레싱 구조를 갖는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논리적인 방식으로 개

인용 컴퓨터나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의 파일이나 내용이 어드레스 처리될 수 있다.

설명된 메모리 구성은 종래의 많은 이동 전화기 저장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어지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메모리나 저장 영역의 설계 및 할당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해 생각될 수 있

다. 개인 휴대 단말기, 컴퓨터, 위성, 및 비휘발성과 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 광학 매체 등

과 같은 다른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텔레매틱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는 다른 메모리 구성이 존재

할 수 있다. 부가하여, 메모리 설계 및 할당 구조는 디바이스에 따라 변하지만, 여기서 설명된 시스템 및 방법은 본 발

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다른 구성과 동작되도록 용이하게 적응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은 전력 강하, 인터럽 트, 및 디바이스 결함과 같은 사건에서도

정보를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종류 또는 구성의 저장 공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적절한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

장 영역으로 동작하도록 적응되는 모범적인 구성성분으로는 하드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CD-기록기, DVD-기록

기, 테이프 드라이브,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 및 EPROM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유사하게,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나 다른 휘발성 메모리 종류를 포함한다. 다른 방법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 대신에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이 사용되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된 비휘발

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은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도 8B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처리하고 업데이트 기능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다운로드 에이전트(download age

nt)(1020) 및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영역(1002)의 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다운

로드 에이전트(1020)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획득하는데 관련된 기능을 실행하고,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처리가 완료되면 오리지널의 제1 코드 버전이 업데이트된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되도록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의 코드부(1006) 및 데이터부(1008) 모두의 내용을 바람직하게 수정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1

10)에 포함되는 명령을 적용하는 것을 담당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바람직하게 비휘발성 영역(1002)의 코드부(1006) 일부 또는 부트 섹터(boot sector)에 

저장되는 삽입 기능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전자 디바이스의 루틴 동작 동안,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비활성화 상

태로 유지되어, 디바이스의 운영 시스템이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기능 호출 및 명령 동작을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업데이트 처리가 초기화될 때,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전자 디바이스의 제어를 취하고 업데이트 패키지(

110)의 설치와 관련된 특정 동작을 실행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바람직하게 업데이트를 설치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도록 최적화된 서비스 세트를 포함하는 특정 응용으로 유지된다.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를 설계할 때,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의 크기는 바람직하게 비휘발성 영역(1002)에서 차지하는 공

간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감소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오리지널의 제1 코드 버전을 업데이트된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동작

을 실제로 실행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 명령을 처리 또는 실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

025)는 또한 업데이트 처리에 관련된 특정 동작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명령을 기존 코드 버전에 적용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을 포

함할 수 있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 관리와 연관된 클라이언트 동작을 실행하기 위

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스트링이나 데이터 처리, 메모리 관리, 및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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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처리의 활동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성으로, 업데이

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처리 동안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드라이 버를 포함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

1025)는 또한 업데이트 처리를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기능 로직을 포함할 수 있고,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삽입 운영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또한

데이터부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하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생성하도록 데이터부에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대한 압축/압축해제, 암호화/해독화, 및/또는 내용 유효화와 같이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업데이트 서버와 통신하고 이용가능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와 다르게, 다운로드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 

검색 처리와 관련된 특정 동작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에이전트(

1020)는 이용가능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포함하고 다운로드 처리 동안 사용되는 에러 정정 루틴 및 필요한 핸드

쉐이킹(handshaking)을 제공하는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다운로드 처리 동안 업데이트 패키지 관리와 연관된 클라이언트 동작을 실행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한 특성으

로,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스트링이나 데이터 처리, 메모리 관리, 및 업데이트 처리의 활동을 조정하는데 사용

되는 다른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을 실행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업데이트 패키지 다운로

드 처리 동안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한다.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또한 다운로드 처리

를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기능 로직을 포함할 수 있고, 서버와 통신을 수립하고 원하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삽입 운영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부가하여, 다운로드 에이전트(10

20)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하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생성하도록 비휘발성 및 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

1002, 1004)에서 데이터를 압축 또는 재조직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

하도록 서버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사이에 안전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성으로,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동안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부호화 구조를 정의하는 전용 보안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 있다.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 또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또한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압축해제 및/또는 준비하

기에 충분한 이용 공간이 전자 디바이스에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추가 공간이 요구되면, 다운로드 에

이전트(1020) 또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수신 및 처리하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생

성하기 위해 비휘발성 또는 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2, 1004)의 내용을 압축 또는 재배열한다. 업데이트 처리

가 완료된 이후, 비휘발성 및 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2, 1004)의 압축 또는 재배열된 내 용은 오리지널 상태

로 복귀되어, 디바이스가 정상적인 동작을 재개하고 이들 영역(1002, 1004)의 내용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 및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의 한가지 바람직한 특성은 이들이 전자 디바이스상의 메모리

나 저장 영역 내에서 비교적 작은 양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이다. 이 특성은 특히 메모리나 저장 공간이 

설계, 크기, 및/또는 전력 소모 고려와 같은 디바이스 제한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디바이스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이동 전화기는 대략 500K - 1500K의 크기를 갖는 물리적인 메모리 저장을 포함한다. 이동 전화기의 삽입

된 운영 시스템은 이 공간 중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추가 공간은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

는 데이터에 할당되어야 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 및 다운로드 에이전트(1029)는 대략 20K - 50K의 총 크기

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와 같이 비교적 작은 크기는 상당한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 제한을 갖는 것을 포함

하는 대부분의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쉽게 수용될 수 있다. 메모리나 저장 제한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에서는 업데

이트 에이전트(1025) 및/또는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가 추가 기능 및 특성을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 및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의 전체 크기는 전형적으로 종래의 많은 업데이트 응용 또는 

모듈 보다 현저하게 더 작다.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 및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부가하여, 상태 테이블(1050)이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8)에 위치할 수 있다. 상태 테이블(1050)은 그 내용이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공간에 바람직하게 보존되고 

디 바이스의 동작 상태를 결정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 검색 및 처리 동작 동안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이다. 상태 테이

블(1050)이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8)의 데이터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지만, 상태 테이블(1050)이 

저장 영역(1002)의 비휘발성 메모리 중 임의의 위치에 놓이는 다른 구성도 존재한다.

한 특성으로, 상태 테이블(1050)은 업데이트 처리의 작동을 조정하도록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 및 업데이트 에이

전트(1025)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플래그 또는 식별자를 포함한다. 부가하여, 상태 테이블(1050)은 업데이트 

처리의 현재 상태 및 완료 상태를 식별하도록 오차 허용 처리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상태 테이

블(1050)에 포함되는 정보는 디바이스 부트 처리 동안 디바이스가 정상 동작 모드(업데이트 처리가 아이들(idle) 상

태) 또는 업데이트 처리 모드(업데이트 처리가 비아이들(non-idle) 상태)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디바이

스의 모드는 아이들 상태이거나 활성화 상태인 업데이트 상태 변수 또는 플래그에 의해 결정된다. 아이들 상태에서는

업데이트 동작이 진행 중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디바이스 동작이 진행되어야 한다. 활성화 상태에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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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업데이트 동작이 현재 진행 중으로, 업데이트 동작이 실행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디바이스 동작이

지연되어야 한다.

디바이스가 시동되는 동안, 코드 실행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시작 어드레스, 예를 들면 '0x0000'에서 시작한다. 이 어

드레스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위치하는 부트 블록 또는 섹터의 일부를 칭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실행되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 중인 동작이 없는 경우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 가 전자 디바이스의 정규적

인 펌웨어 또는 운영 시스템에 프로그램 실행을 전달하는 업데이트 동작을 식별하도록 업데이트 상태 변수값을 결정

하기 위해 상태 테이블 모듈(1050)을 점검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처리가 인터럽트되면, 업데이트의 완료 상태나 현재 위치는 업데이트 패키지 정보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오차 허용 업데이트 처리를 참고로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업데이트 패

키지는 에러 정정 코드, 디지털 사인, 파일이나 뱅크 크기, 및 코드 중 어느 부분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나를 결정

하도록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해석되는 다른 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업데이트 처리가 기대하

지 못하게 인터럽트되면,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어느 위치에서 마지막 성공적인 업데이트가 적용되었나를 결정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하고, 그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업데이트 처리를 완료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은 전자 디바이스의 기존 코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데 뱅크 단위(ban

k-by-bank) 업데이트 처리를 사용한다. 이 처리는 특히 전형적으로 제한된 업데이트 기능만을 갖는 휴대용 전자 디

바이스의 업데이트 작업을 관리하는데 적절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은 이동 전화기와 같은 

디바이스가 전자 디바이스의 설계에 의해 부여되는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 제한으로 인하여 편리하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방해하는 종래의 많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다. 예를 들어, 이동 전화기에서는 운영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비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에 위치하고, 너무 커서 비용 및 제작 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더 작은 크기를 갖는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에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운영 시스템의 완전한 화상은 오리지널 코드 버전을

손상시키지 않고 업데이트가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작업(working)' 영역에 복사될 수 없다. 그 결과로, 이동 전화기

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는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방식에서 제한되고, 높은 오차 허용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지 못

하여 전형적으로 디바이스가 동작될 수 없게 하는 업데이트 에러에 민감해진다.

본 발명은 섹션 또는 뱅크 단위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함으로서 이 한계를 극복한다. 뱅크 

단위 업데이트 방법은 '작업' 영역에 저장되는 파일 또는 코드 버전의 전체 화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보다 업데이트 

동작을 분할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지정된 코드부에 적용함으로서 감소된 양의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을 사용하여 업

데이트 동작이 실행된다. 이러한 방식의 섹션 업데이트는 유리하게 이동 전화기의 휘발성 메모리부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적은 면적의 이용가능한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과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부가하여, 뱅크 단위 업데이

트 방법은 오차 허용을 개선시키고, 업데이트에서 에러가 발생될 때 업데이트 처리가 재개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뱅크(bank)'란 말은 탄력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의 일부를 칭한

다. 뱅크가 특정한 전자 디바이스에서 정적인 크기를 가질 때, 이 크기는 디바이스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한 전자 디바이스내의 뱅크들은 가변적으로 크기가 정해지고, 전자 디바이스의 특정한 설계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블록의 내용 을 칭한다. 비록 업데이트 처리가 정적으로 정의된 뱅크 크기를 참고로 

설명되지만,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및 방법은 다른 많은 전자 디바이스 구성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성 또는 

선호도를 해결하도록 다른 뱅크 구성을 수용하여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9 및 도 10은 디바이스에 주어지는 기존 코드 버전을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도록 업데이

트 관리 시스템에 의해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뱅크 단위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코드 변환은 명령어 세트나 업데

이트 패키지(110)의 명령을 처리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관리된다. 업데이트 처리를 통해, 각 뱅크의 

데이터 내용을 유효화하도록 다양한 점검 동작을 사용함으로서 높은 정도의 오차 허용이 유지된다.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이들 동작은 코드 버전을 손상시켜 디바이스가 동작될 수 없게 하는 에러로부터 회복될 때 유용하

다.

도 9는 이동 전화기, 페이저, 개인 휴대 단말기, 또는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 디바이스와 사용될 수 있는 뱅

크 단위 업데이트 방법(1100)의 개요를 설명한다. 도 8A의 설명을 참고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많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설계는 비휘발성 및 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2, 1004)을 포함한다. 비휘발성 저장 영역은 또한 정

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지정가능한 위치를 나타내는 다수의 블록이나 뱅크(1010)

로 분할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나 저장 영역(1002)에는 바람직하게 업데이트되는 운영 시스템, 펌웨어 코드, 또

는 바람직하게 업데이트되는 다른 정보가 더 저장되고, 다수의 뱅크(1010) 중 적어도 일부에 걸쳐 분포된다.

다시 도 9를 참고로, 뱅크 단위 업데이트 처리(1100)는 전자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를 시작하는 신호를 검출할 때 시작

상태(1105)에서 시작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신호는 정상적인 동작 모드에서 업데이트 처리 모드로의 변화를 인

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모드 변화는 상태 테이블에서 설명되는 아이들 상태 변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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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별될 수 있다. 뱅크 단위 업데이트 처리(1100)는 업데이트 서버로부터의 전송 요구에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가

수신되는 상태(1110)로 진행된다. 이 상태(1110)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바람직하게 수신되어 휘발성 메모리

나 저장 영역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수신이 완료되면, 처리(1100)는 완전한 업데이트 패

키지(110)가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에 복사되는 업데이트 전달 상태(1115)로 진행된다. 업데이트 패

키지(110)를 비휘발성 영역(1002)에 복사함으로서, 오차 허용 레벨이 이루어지고, 전자 디바이스는 서버 컴퓨터와 더

통신하지 않고 이어지는 업데이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상태 테이블은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완전

한 수신 및 안전한 저장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이후 업데이트된다.

업데이트 처리(1100)는 '작업' 뱅크 및 '백업' 뱅크에 대한 공간이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영역(1002, 1004)에 각

각 할당되는 메모리 할당 상태(1120)로 계속된다. 작업 뱅크 및 백업 뱅크는 코드부에 대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오

리지널 코드가 기대하지 못한 처리 에러나 전력 인터럽트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보장 할 때까지 오리지널 코드가 

변경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코드 버전의 섹션 구성성분에 동작을 실행하도록 업데이트 처리(1100)에 의해 사용된

다.

상태(1120) 동안에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명령을 처리하도록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요구되는 어드레스를 

명령하는 다수의 포인터가 초기화된다. 제1 포인터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서 제1 명령의 어드레스를 명령하도록 

초기화되는 명령 포인터를 포함한다. 이 명령은 순차적으로 명령 포인터에 의해 명령된 어드레스를 참고하여 검색되

고, 그 명령은 업데이트될 뱅크 정보에 적용된다.

부가하여, 작업 뱅크 포인터는 뱅크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휘발성 메모리의 위치를 명령하도록 초기화된다. 작업 뱅크

포인터는 작업 뱅크 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업데이트 동작을 실행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참

고로 사용된다. 더욱이, 백업 뱅크 포인터는 전력 인터럽트 및 재부트 또는 재설정 동작의 경우 오차 허용을 보장하도

록 작업 뱅크의 복사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한 위치를 명령하도록 초기화된다.

상태(1120)의 포인터 초기화가 완료되면, 처리 과정(1100)은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에 위치하는 오

리지널 코드 버전의 일부가 휘발성 메모리 영역(1004)의 작업 뱅크로 전달되는 뱅크 전달 상태(1125)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뱅크 업데이트 동작(1123)으로 계속된다. 오리지널 코드 버전으로부터 복사되는 코드부는 특정한 정보 뱅크

에 대해 새로운 코드 버전을 발생하도록 바람직하게 동작되는 명령어 세트로 지정된 정보 뱅크에 대응한다. 처리(110

0)는 명령어 세트로부터의 적절한 명령이 실행되어 뱅크에 포함되는 오래된 코드 버전이 새로운 코드 버 전으로 변환

되는 방식으로 정보의 작업 뱅크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명령 적용 상태(1130)로 진행된다.

일단 적절한 명령이 실행되고 대응하는 코드가 휘발성 작업 뱅크에서 업데이트되면, 처리는 작업 뱅크의 내용이 비휘

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에 위치하는 백업 뱅크로 복사되는 뱅크 백업 상태(1135)로 진행된다. 이어서, 휘

발성 작업 뱅크의 코드는 업데이트 뱅크 상태(1140)에서 오리지널 코드가 구해졌던 뱅크에 대응하는 적절한 위치에 

복사된다. 상태(1140)에서 뱅크 복사가 완료되면, 처리(1100)는 뱅크 포인터가 다음에 이어지는 업데이트될 뱅크로 

증가되는 새로운 상태(1145)로 진행된다.

처리(1100)가 완료된 것으로(즉, 모든 뱅크가 업데이트된 것으로) 명령 포인터가 나타내면, 처리 과정(1100)은 종료

된다. 이때, 상태 테이블은 또한 업데이트 동작이 완료되어 업데이트 처리가 아이들 상태를 시작함을 반영하도록 업

데이트된다. 이어서, 전자 디바이스는 재부트되고,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드 버전이 사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처리(1100)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포인터가 나타내면, 처리(1100)는 다음 뱅크가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공간(1004)의 작업 뱅크로 복사되는 뱅크 전달 상태(1125)로 진행되고, 처리(1100)는 새롭게 선택된 뱅크

의 업데이트를 완료하도록 계속된다. 한 특성으로, 상태 테이블은 재부트하는 동안 점검되고, 아이들 상태가 검출되면

, 정상적인(비업데이트) 동작을 재개한다. 아이들 상태가 아닌 것으로 검출되면,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전자 디

바이스를 제어하게 된다.

도 10은 뱅크 단위 업데이트 처리(1100)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이동 전화기나 개인 휴대 단말기와 같은 휴대용 전

자 디바이스에 전형적으로 주어지는 상술된 비휘발성 및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2, 1004)의 내용에서 그 

동작을 설명한다. 도 8A에 앞서 도시된 바와 같이, 비휘발성 메모리 영역은 분리되어 어드레스 지정가능하고 업데이

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다수의 뱅크로 나뉜다. 비휘발성 뱅크(1120) 중 적어도 일부는 업데이트 패

키지(110)를 사용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업데이트될 메모리 영역 부분을 포함한다. 한 특성으로, 이들

뱅크는 운영 시스템, 펌웨어 코드, 또는 전자 디바이스에 기능을 전하는 응용을 포함하고 제1 코드 버전에서 제2 코드

버전으로 바람직하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상태(12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뱅크 단위 업데이트 처리(1100)는 전형적으로 상술된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의 

기능을 사용하여 적절한 이용가능한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식별되어 전자 디바이스에 전달된 이후 시작된다. 업데

이트 패키지(110)는 수신되어 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1004)의 일부(1222)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패키지(1

10)가 완료되고 에러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일련의 유효화 점검이 실시된다. 이들 유효화 점검은 수신된 업데이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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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110)에 대한 CRC(cyclic redundancy check) 코드를 결정하고 이 코드를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저장된 기대

되는 CRC 값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유효화 점검은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크기를 식별하고 이 값을 다

운로드 에이전트(1020)에 의해 결정된 기대 크기와 비교함으로서 실행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수신된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기존 코드 버전에 응용되기에 적절한가를 결정

하도록 다운로드 에이전트(1020)에 의해 평가되는 디지털 사인을 포함한다. 한 특성으로, 디지털 사인은 디바이스의 

명칭이나 식별, 디바이스 제작자, 모델이나 일련 번호, 및 전달된 데이터 패키지(110)의 내용과 소스를 유효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특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신원 스트링이다.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보다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일시적인 위치(1122)로부터 비휘발성 또는 플래시 메모리

구성성분(1002)의 일부(1224)에 전달된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저장하려면, 서버로부터 업

데이트 패키지(110)를 재전송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전원을 끈 상태, 디바이스 인터럽트, 또는 재설정 동작으로부터 

회복되는 수단이 제공된다. 이전과 같이, 플래시 메모리(1002)에 포함된 화상이 완전하고 에러가 없는 원하는 업데이

트 패키지(110)의 복사임을 보장하도록 한번 이상의 유효화 점검이 사용된다.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플래시 메모리(1002)에 저장한 이후, 상태 테이블(도시되지 않은)에 저장된 아이들 상태 플

래그는 전자 디바이스가 업데이트 모드로 진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도록 업데이트된다. 이어서, 전자 디바이스

는 재부트되고 상태 플래그는 디바이스의 정상적인 동작을 저지하고 업데이트 모드로 진행되도록 업데이트 에이전트

(1025)에 의해 해석되고, 여기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설치하도록 주요 디바이스 기

능을 제공한다.

전자 디바이스를 재부트하면, 휘발성 메모리 구성성분 또는 RAM 메모리(1004)의 내용은 전형적으로 손실되고, 그 

결과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복사는 상태(1220)에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사용되도록 RAM 메모리(

1004)의 일부(1222)에 다시 복사된다. 이 상태(1220) 동안,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업데이트 정보나 명령을 실행가

능한 형태로 제시하도록 미리 처리된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압축 또는 암호화되면, 업데이트 에이전

트(1025)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코드가 실행될 수 있게 하도록 한번 이상의 동작을 실행한다. 한 특성으로, 상술

된 명령 포인터가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실행되는 제1 명령의 어드레스로 초기화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 동작은 새로운 코드 버전을 발생하도록 기존 코드 버전의 이어지는 업데이트에 대한 명령어 세트와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를 준비한다.

상태(1230)로 진행되면,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대한 작업 환경을 생성하는 다수의 메모리 할당 동작이 실행된

다. 한 특성으로, 작업 뱅크(1232)가 RAM 메모리(1002)에 할당된다. 작업 뱅크(1232)는 바람직하게 플래시 메모리 

영역(1004)에서 업데이트되는 뱅크(1120)와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구성되고, 명령어 세트에 의해 결정된 동작이 실

행되는 동작 버퍼 또는 작업 메모리 영역으로 동작한다. 부가하여, 전력 인터럽트에 오차 허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업 뱅크(1232)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효화 점검을 실패하는 경우 데이터의 백업 복사로 동작하도록 업데이트 

처리를 통해 사용되는 비휘발성 버퍼 또는 백업 저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1004)에서 백업 뱅크(1234)

가 할당되거나 포인터 부가될 수 있다.

상태(1240)로 진행하면, 업데이트 처리는 RAM 메모리 부분(1222)에 저장된 업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되는 명령을 판

독하여 실행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로 시작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은 업데이트되는 플래

시 메모리 중 제1 뱅크(1242)의 어드레스를 명령하는 포인터를 초기화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이 뱅크(12

42)에 포함되는 정보를 액세스하고, 그에 포함된 정보를 RAM 메모리(1002)의 작업 뱅크(1232)로 복사한다. 상기와 

같이, 작업 뱅크(1232)의 내용이 복사되었던 플래시 메모리 뱅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다양한 유효

화 측정이 취해질 수 있다. 뱅크 복사 과정이 실패하면, 다음 업데이트 상태로 진행되기 이전에 처리 과정이 반복되어 

내용을 검증한다. 작업 뱅크(1232)의 사용은 바람직하게 많은 종래의 방법과 비교하여 업데이트 시스템에 개선된 오

차 허용도를 제공한다. 한 특성으로, 오리지널(수정되지 않은) 코드의 복사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뱅크 정보가 검출되

어 비휘발성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을 때까지 플래시 메모리 뱅크(1002)에 유지된다. 이러한 업데이트 방법은 바람직

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 디바이스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 변형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뱅크 업데이

트 동작이 실패하면, 기존 코드의 보전은 전체 업데이트 처리가 시작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실패점으로부터 업데이트 처리가 재개하도록 허용한다. 업데이트 처리의 오차 허용 특성에 대한 추가 상세 내용은 이

어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상태(1250)로 진행하면,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작업 뱅크(1232)에 저장 된 제1 뱅크의 복사에 포함되는 정보

를 업데이트하도록 적절한 명령을 적용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명령은 작업 뱅크(1232)에 대해 업데이트된 뱅

크 정보를 발생할 때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정보 시퀀스를 구하도록 플래시 메모리(1002)에 포함된 다른 뱅크(1120)

로부터의 어드레스 및 복사 정보이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발생기(102)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반영

하도록 작업 뱅크에 포함된 코드를 수정하는데 다른 동작이 사용될 수 있다. 한 특성으로, 제1 코드 버전과 제2 코드 

버전 사이에서 교환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뱅크는 또 다른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업데이트 처리는 새로운 뱅크가 

복사되고 업데이트 패키지로부터 대응하는 명령을 사용하여 처리가 재개되는 상태(1240)로 복귀한다.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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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는 뱅크는 업데이트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전 단계(1240)에서 스킵된다. 다시, 업데

이트 뱅크 정보가 정확함을 검출하도록 업데이트 명령이 실행된 이후에 다양한 에러 검출 측정이 일어날 수 있다.

상태(1260)로 진행하면, 작업 뱅크(1232)에 포함된 새 업데이트 정보는 플래시 메모리(1002)에 위치하는 백업 뱅크(

1234)로 복사된다. 작업 뱅크(1232)의 복사는 이때 또 다른 오차 허용도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지고, 여기서 작업 뱅크

(1232)를 오리지널 제1 뱅크(1242)로 복사한 것에 이어서 전력 인터럽트가 일어나면, 처리는 잘못된 지점을 식별하

고 업데이트 정보의 복사가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1002)에 유지되는 경우 거기서 진행된다. 작업 뱅크(1232)를 백

업 뱅크(1234)에 복사하는 것을 완료하기 이전에 에러가 발생되면, 처리는 업데이트 뱅크(1232)에서 백업 뱅크(123

4)로 복사 동작을 다시 실행하도록 시도한다. 다른 방법으로, 작업 뱅크(1232)를 백업 뱅크(1234)로 복사하는 것을 

완료하기 이전에 재부팅 또는 재시작 동작으로 인하여 전력 인터럽트나 다른 심각한 에러가 발생되어 휘발성 메모리

의 손실이 주어지면, 처리는 제1 뱅크(1242)로부터의 정보가 작업 뱅크(1232)로 복사되는 이전 단계로 '복귀'될 수 

있다.

상기로부터, 업데이트 처리는 데이터 변형이나 업데이트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 업데이트 처리 동안 데이터를 잠재적

으로 영구히 손실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처리가 재개될 지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장하도록 다수의 메카니즘을 제

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태(1270)로 진행되고, 일단 새롭게 업데이트된 뱅크 정보의 복사가 안전하게 백업 뱅크(1234)에 저장되면, 업데이

트 처리는 작업 뱅크(1232)에 포함된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1002)에 위치하는 오리지널 제1 뱅크(1242)로 복사하도

록 진행된다. 업데이트 처리의 다른 단계와 유사하게, 뱅크 정보는 그 내용이 원하는 코드를 반영함을 보장하도록 유

효화된다.

상태(1280)로 진행되면, 업데이트 처리는 다음 뱅크(1246)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여기서는 뱅크 포인터

가 업데이트되는 다음 뱅크(1246)의 어드레스로 업데이트된다. 이어서, 단계(1240-1270)는 다음 뱅크(1246)로부터

의 정보를 사용하여 반복된다. 이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1002)의 모든 뱅크(1120)는 바람직하게 플래시 메모리 크

기 보다 더 작은 크기의 RAM 메모리에 의해 부여된 설계 한계를 수용하면서 오차 허용 방식으로 업데이트된다.

업데이트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결정할 때, 백업 업데이트 패키지 저장 영역(1224) 및 

백업 뱅크(1234)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1002)의 공간 할당(있는 경우)은 업데이트에 이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제된다. 더욱이, 상태 테이블(도시되지 않은)에 포함된 상태 플래그는 업데이트 동작이 진행 중이 아

닌 아이들 상태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된다. 이어서, 디바이스는 재설정 또는 재부트되고, 상태 테이블에서 상태 플래

그를 점검하면, 디바이스는 다음 업데이트 과정이 초기화될 때까지 정상적인 동작 모드로 복귀한다. 한 특성으로, 백

업 저장 영역(1224)은 역할당이나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포인터가 백업 저장 영역(1224)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예에서, 업데이트 처리가 완료되면, 다른 응용이나 동작은 백업 저장 영역(1224)의 내용을 간단

히 오버라이트할 수 있다. 더욱이, 그에 포함된 데이터가 재부팅 동작 동안 전형적으로 손실되므로, 휘발성 메모리 또

는 저장 영역(1004)에서 특수한 동작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는 없다.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충분할 레벨의 오차 허용을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 서버 및 처리는 기대하지 못한 하드웨

어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나 실패에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도 11은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

함된 명령어 세트의 적절한 설치를 보장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의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에 의해 사용

되는 오차 허용 처리(1300)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명령어 세트는 기존 코드 버전을 대체하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104)와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더 새로운 코드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변환 방법 또는 명령 시퀀스를 제

공한다. 한 특성으로,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변형을 방지하

도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에 의해 사용되는 기존 코드 버전을 유리하게 보호하는 일련의 점검 또는 유효화를 포

함한다. 더욱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업데이트 코드에 포함된 정보가 업데이트 이후 적절한 디바이스 동작을 보

장하도록 원하는 정보를 반영함을 보장한다. 오차 허용 시퀀스의 다음 설명은 업데이트 서버(1025)에 의한 업데이트 

명령의 처리에 관련되므로 이 처리의 두드러진 특성을 식별한다. 이 처리는 도 9 및 도 10과 연관되어 상세히 설명된 

상기의 업데이트 처리와 연관되어 동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오차 허용 시퀀스는 업데이트 처리의 통합 

부분으로 고려되고, 이 처리의 일부는 상술된 업데이트 처리와 통합된 기능을 갖는다.

시작 상태(1302)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를 초기화하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비아이들(not idle)' 상태 인식을 위해 상태 테이블을 점검하는 상태(1304)로 진행한다. '비아이들' 상태는 클라이언

트 디바이스(104)가 새로운 코드 버전을 발생하도록 업데이트 패키지(1025)의 명령을 적용하는 업데이트 처리 모드

에 있음을 의미한다. 업데이트 처리 모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오차 허용 시퀀스는 종료 상태(1306)에서 종료되고, 디

바이스는 또 다른 업데이트 처리 없이 정상 모드의 동작으로 계속하여 동작한다. 반대로, 업데이트 처리 모드가 인식

되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유효화 상태(1308)로 진행된다. 유효화 상태(1308)에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업데이트 패키지(110)의 유효화, 시작 어드레스와 작업 뱅크 내용의 식별, 및 시작 어드레

스와 백업 뱅크 내용의 식별을 포함하여 한번 이상의 확인 동작 또는 점검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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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1308)에서, 이전 업데이트 유효화가 실패된 것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결정하면, 업데이트 및 오차 허

용 처리는 상태(1310)에서 종료된다.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상태(1308)에서 상태 테이블 정보

를 유효화할 수 있으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업데이트될 다음 뱅크를 결정하는 상태

(1312)로 진행된다.

상태(1312)에서, 업데이트 에이전트는 압축되지 않은 업데이트 패키지로부터 뱅크 식별 정보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처리가 종료되고 재개되어야 하는 위치를 찾아낸다. 이는 뱅크 식별 정보로부터의 크기 및 CRC 정보를 전자 디바이

스 내부에서 물리적인 뱅크로부터 계산된 기존 및 업데이트 뱅크 정보와 비교함으로서 행해진다. 한 특성으로, 처리는

뱅크 크기 및 CRC 정보를 비교함으로서 적절한 재개점을 결정한다. 업데이트 패키지 명령어 세트의 시작부로부터 순

차적으로 진행되면, 기대되는 크기 및 CRC 정보와 정합되지 않는 뱅크는 업데이트될 제1 뱅크가 된다. 부가하여, 뱅

크 복사 기능 동안 업데이트 처리가 인터럽트되면, 예를 들어 업데이트된 뱅크 정보를 다시 비휘발성 메모리(1002)의

기존 뱅크에 복사하고 크기 및/또는 CRC 정보가 기댓값과 정합되지 않을 때, 백업 뱅크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뱅

크를 회복하는데 사용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이어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태(1314)에서 뱅크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다음 상태(13

16)에서는 뱅크 업데이트가 성공적인가를 결정하도록 일련의 업데이트 유효화가 적용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에

이전트(1025)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와 뱅크에 포함된 오래된 정보에 대응하는 CRC 값 및 뱅크 식별 정보를 포

함하는 뱅크 설명 정보를 점검함으로서 뱅크 유효화를 이룬다. 부가하여, 유효화 작업은 이들 값이 기대값과 정합되

는가를 결정하도록 오래된 파일 및 뱅크 크기와 새로운 것을 평가한다.

한번 이상의 업데이트 유효화가 실패하면, 예를 들어 CRC 코드가 정합되지 못하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다시 상

태(1314)에서 뱅크 업데이트를 실행하도록 복귀된다. 업데이트 유효화가 상태(1316)에서 통과되면, 오차 허용 처리(

1300)는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되었나를 업데이트 에이전트가 결정하는 상태(1318)로 진행된다. 업데이트 에이전트(

1025)는 이전 뱅크 각각에 대해 적절한 업데이트 설치를 유효화하도록 이전 뱅크의 뱅크 설명 정보, CRC, 또는 크기

값을 재점검함으로서 이 작업을 완성한다. 부가하여,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는 업데이트 설치가 완성되었나를 결

정하는데 사용되는 뱅크 위치를 결정하도록 카운터 또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업데이트 설치가 완성되지 않았으

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업데이트될 다음 뱅크를 결정하도록 상태(1312)로 복귀된다.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 

설치가 완성되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를 재초기화함으로서 종료 상태(1320)에서 종

료된다. 더욱이, 업데이트 동작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될 때, '비아이들' 상태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재설정 

또는 재초기화되면 디바이스 동작 상태를 업데이트 처리 동작 모드에서 정상적인 동작 모드로 변화시키는 '아이들' 상

태로 복귀된다.

유리하게, 상술된 오차 허용 처리(1300)는 전력이 꺼지거나 데이터가 손상되 는 것과 같이 기대하지 못한 실패에 대

해 동작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코드를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설치 처리에서 전력 실패가 일어나면, 업데이트 에이

전트(1025)는 업데이트된 뱅크, 업데이트될 다음 뱅크, 및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될 때를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오차

허용 처리(1300)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전력 실패, 데이터 손상, 및/또는 사용자 제어의 범위를 넘어

선 다른 문제점에 대해 뱅크 업데이트 설치 및 변환 처리를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보호한다.

도 12는 보안 및 유효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인 생성 및 인증 처리(1400)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한 실시예에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한 데이터 손상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업데이트 디바이스 서버(102)로부터 전달된다. 사인 생성 및 인증 처리(

1400)의 실시는 시작 상태(1402)에서 시작되어 상태(1406)로 진행되고, 여기서는 디지털 사인 또는 식별 스트링이 

전자 디바이스에 대해 지정된다. 디지털 사인은 전달된 데이터의 소스를 유효화하고 현재 전자 디바이스와 사용되도

록 데이터가 지정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디지털 사인은 업데이트 패키지(11

0)의 소스를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제작자 지정 정보 스트링을 포함한다. 부가하여, 상태(14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인이나 해시값(hash value)이 공지된 MD5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다. MD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에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달한 이후 이어지는 유효화를 위해 업데이트 패키지(110)와 함께 바람직하게 포함

되는 디바이스 업데이트 정보로부터 소스 파일의 해시값을 발생시킨다.

한 특성으로, MD5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해시값은 디바이스 업데이트 정보의 디지털 지문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다. 사람의 지문과 같이, 해시값은 유일한 값으로, 2개의 디바이스 업데이트 정보 세트(서로에 대한 정보 차이를 포함

하는)가 동일한 디지털 사인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유일성은 해시값이 오리지널 정보나 명령어 세트의 지문을 동작

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 순수성 및 비교 유효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MD5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통

신 매체를 통해 업데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또는 수신할 때, MD5 기술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MD5 사인 또는 해시값

을 업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된 MD5 사인과 비교하여 데이터 파일의 순수성을 검증함으로서 다운로드된 업데이트 패

키지가 정확하고 변화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임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패키지(110)의 정보나 데

이터가 업데이트 패키지(110)로 전송된 정보의 순수성을 보장하도록 MD5 기술이나 유사한 디지털 화상 사인 방법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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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상태(1410)에서 MD5 해시값 및 디지털 사인이 부호화되어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다. 한 특성으로

, 부호화 처리는 데이터 보안도를 더 높이는데 사용된다. 암호화된 해시값 및 디지털 사인을 판독하거나 액세스하기 

위해, 전자 디바이스는 부호화된 데이터의 해독을 가능하게 하는 키 또는 패시워드를 소유하게나 액세스하여야 한다.

비대칭 암호화 기술(예를 들면, 공중키(public-key) 암호화) 및 대칭 암호화 기술은 모두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암

호화하는데 사용된다. 한 실시예에서, RSA 암호화 또는 공중키 암호화 기술은 분산하기 이전에 해시 값 및 디지털 사

인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상태(1410)의 암호화에 이어서, 업데이트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분산할 준비가 되고, 업데이트 패키지(11

0)를 수신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상태(1412)에서 인증 처리를 계속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04)가 업데이

트 패키지를 수신할 때, 패키지의 암호화된 부분은 해독되고 디지털 사인 및 해시값을 분리된 구성성분을 분해한다. 

이때, 처리(1400)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가 MD5 해시값 및 디지털 사인 정보를 인증하는 상태(1414)로 진행된

다. 한 특성으로, 전달된 MD5 해시값은 계산된 MD5 해시값에 비교된다. 2개의 값이 동일하면, 업데이트 패키지 및 

그 내용은 인증되어 업데이트 처리가 계속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이 실패되면, 업데이트 패키지는 인증되지 못

한 것으로 버려진다. 유사하게, 디지털 사인이 전자 디바이스에 앞서 저장된 기대되는 디지털 사인과 정합되면, 수신

된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인증된 것으로 결정된다. 일단 수신된 업데이트 패키지(110)가 상태(1418)에서 인증되면

, 사인 생성 및 인증 처리(1400)가 종료 상태(1420)에서 종료되고, 업데이트 패키지(110)는 업데이트 에이전트(1025

)에 의해 처리된다.

상술된 암호화 구조는 통신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업데이트 패키지(110)에 포함된 디지털 정보의 사생활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보안 및 사생활 보호는 무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사인 생성 및 인증 처리(1400)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보안성을 보장하는 유용

한 방법이고 완전하고 간섭되지 않은 패키지로 실제 업데이트 정보를 수신하는데 있어서 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일단 

인증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업데이트 패키지(110)를 설치하도록 진행되고, 이는 오래된 코드 버전의 펌웨어 또

는 동작 소프트웨어를 더 새로운 코드 버전의 펌웨어 또는 동작 소프트웨어로 변환시킨다.

본 발명의 한가지 바람직한 특성은 전자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다른 많은 메모리 및 저장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업데이트 시스템은 기존 전자 디바이스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종래 기술의 해결

법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이고 덜 번거로운 업데이트 경로를 제공하는 미래 디바이스의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

가하여, 업데이트 패키지를 분산하는 수많은 방법이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업데이트 패키지를 분산하도록 많은 다른 종류의 통신 매체와 연관되어 사용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패키지

는 전자 디바이스에 분산되어 종래 방식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통신 매체를 통한 탄력적인 분산

은 또한 최소의 사용자 대화형 및 불편함으로 많은 수의 전자 디바이스에 업데이트가 분산되도록 허용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은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패키지를 적용하는 전자 디바이스의 기능을 변경

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디바이스 기능을 전하는 디바이스 내에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나 응용은 바

람직하게 제2 디바이스 기능을 전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 또는 새로운 응용으로 변 경된다. 한 예에서, 제1 및 제2 

디바이스 동작은 게임, 주소록, 계산기, 개인 기록, 또는 다른 데이터/정보/응용과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면, 디바이스 기능은 실질적으로 제1 디바이스 기능을 제2 디바이스 기능으로 변화시키

도록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디바이스 기능이 게임이면, 업데이트 패키지는 게임을 나타내는 디지털 정보 시

퀀스를 계산기와 같은 또 다른 디바이스 기능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가하여, 제1 디바이스 기능은 이전

버전을 제2 디바이스 기능에 의해 반영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더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디바이스 기능이 9 기능 계산기 응용이면, 이 응용은 적절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적용하여 26 기능 계산기 응용으

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은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한 버전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업

데이트하는 탄력적인 수단을 제공하도록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디바이스 드라

이버와 연관되어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특성으로, 업데이트 처리 동안 사용되는 디지털 정

보 시퀀스를 나타내는 상기의 '단어(word)'는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연관된 파일을 나타낼 수 있

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하나 이상의 파일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어지는 코

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면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부가하여, 상기의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한 버전에서 다음 버전까지 일

관된 기능을 유지하도록 업데이트되거나, 기능이 필요 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데

이트되는 소프트웨어 응용이 워드 프로세서를 포함하면, 이 응용은 증가된 특성 및 옵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버그를

제거하고 추가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전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응용은 업데

이트 패키지를 적용함으로서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같이 완전히 다른 응용으로 업

데이트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업데이트는 동일한 응용의 버전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 대신에 비교적 간단한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완전히 다른 응용 및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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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성을 변경시키는 매우 탄력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업데이트 시스템 및 방법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또 다른 특성은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 및 관리가 일반적으로 용

이하다는 점이다. 종래 시스템의 제한은 에러가 발생되기 쉽고 시간이 소모되는 일련의 단계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응용을 수동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여야 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 그러나,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은 업데이트 패키지

를 적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처리에 의해 소프트웨어 응용을 설치, 제거, 업데이트, 및 변경시키는데 사용되는 자동화 

설치 처리를 제공함으로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한다. 그래서, 국부적으로(예를 들어 CDROM 디스크나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에 포함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적용하여) 또는 원격으로(무선이나 유선 통신 매체를 통해 업데이트 패키지

를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시스템의 자동화 관리를 허용하여 새롭고 더 강력한 방식의 시스템 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 방식의 시스템 관리는 종래 방법 보다 보안성, 오차 허용도, 및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에러에 덜 민감하고 보다 신

속하다.

비록 상기에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에 설명된 실시예에 적용되는 본 발명의 기본적인 새 특성을 도시하고, 

설명하고, 또한 명령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해 설명된 디바이스, 시스

템, 및/또는 방법의 상세 내용에서 다양한 생략, 대체,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

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설명에 제한되지 않고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제1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

스템으로서, 상기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전자 디바이스 내에 저장된 다수의 제2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포

함하는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함 -: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제1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화상을,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화상과 비교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와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사이의 차

이를 식별하고, 이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를 지정하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하는 업데이

트 발생기;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가 상기 전자 디바이스들에 의해 수신되어 그것에 저장되도록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상기 업데

이트 패키지를 분산시키는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client module) -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

은 상기 분산 시스템을 액세스하여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고,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어 세트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로부터의 상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들에 의해 실행됨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화상 및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화상은 상기 제1 및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구

성 및 위치가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에 의해 공지되도록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되므로 각 코드의 정확한 표현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기 명령어 세트를 발생시키는데 상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의 구성 및 위치에 대

한 정보를 사용하고,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화상에 상기 명령어 세트를 적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화상으

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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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와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사이에서 식별된 차이는 각 코드 화상들을 직접 비교하고 상기 업데

이트 동작 코드와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사이에 개별적으로 크기 조정된(discretely sized) 정보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코드에 독립적인 방식(code-independent manner)으로 평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적으로 크기 조정된 정보 패턴은 길이가 적어도 1 바이트인 정보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적으로 크기 조정된 정보 패턴은 길이가 적어도 1 비트인 정보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제2 다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재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로 변환시킴으로써 상기 제1 다

수의 디지털 정보 시퀀스 중 적어도 일부를 발생시키도록 이들 디지털 정보 시퀀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의 사용은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상기 명령어 세트의 크기가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대응하는 비트 패턴의 크기 보다 작아지도록 상기 전자 디바이스 

내에 주어지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우선적으로 재사용하는 동작을 지정함으로서 상기 상 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

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데 요구되는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정보 시퀀스는 정보의 비트 방식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는 통신 매체를 통해 상기 분산 시스템과 상기 전자 디바이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수립함으로서

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인터넷-접속 통신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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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동 전화기, 휴대폰, 개인 휴대 단말기, 페이저, 위성,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및 텔레매틱(telematic)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무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서버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텔레매틱 디바이

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여 상

기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를 제2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 코드 버전을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다수의 변환 명령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제1 코드 

버전을 포함하는 제1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를 갖춘 전자 디바이스를, 제2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를 포함하는 제2 코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와 상기 제2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 사이의 패턴 차이를 식별하도록 상기 제1 코드 버

전과 상기 제2 코드 버전 사이에서 버전 비교를 실행하는 업데이트 발생기 - 식별된 상기 패턴 차이는 식별된 패턴 차

이를 구성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상기 제1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 중 일부를 식별하는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부호화되

고, 이어서 상기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형성함 -;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로부터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고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분산

시키는 분산 시스템; 및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상기 변환 명령을 실행하고, 그에 의해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상기 제1 코드 버전을

상기 업데이트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업데이트 에이전트(update agent)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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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변환 명령은 상기 제1 코드 버전을 상기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식별된 패턴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나 이상의 비교 기능을 적용하는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기능의 효율성은 상기 변환 명령이 적용되는 상기 패턴 차이의 크기와 비교되는 상기 변환 명령의 결과 크

기를 근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갖는 상기 변환 명령은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되도록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에 의해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코드 버전은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코드 버전은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제1의 수집된 정보

를, 상기 제2 코드 버전으로 나타내지는 제2의 수집된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수집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코드 버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상기 제2 코드 버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에 있어

서 -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다수의 데이터 블록으로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함 -: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과 비교하고,

그에 의해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어

떻게 발생시키는가를 나타내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시키는 업데이트 발생기;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 -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분산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상기 명령어 세트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포

함하는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이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다수

의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에 명령을 제공함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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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비교하고, 동작 코드들 사이의 시퀀스 차이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블록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작 코드들 사이의 

시퀀스 차이를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고, 그에 의해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에 상기 시퀀스 차이를 직접 포함하는 것과 

비교해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상기 명령어 세트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 차이는 비트 방식의 차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 차이는 바이트 방식의 차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통신 매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업데이트 패키

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인터넷-접속 통신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동 전화기, 휴대폰, 개인 휴대 단말기, 페이저, 위성,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및 텔레매틱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무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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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서버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텔레매틱 디바이

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여 상

기 제1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를 제2의 수집된 개인화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 제1 및 제2의 수집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제1 기능을 전달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제2 기능을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동일한 기능형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다른 기능형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및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동작 코드의 다른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펌웨어(firmware)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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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에 있어

서 -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다수의 데이터 블록으로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함 -: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을,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과 비교하고,

그에 의해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와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사이에서 다른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식별하는 업데이

트 발생기 -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상기 다수의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상

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어떻게 변환시키는가와 상기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어떻게 발생시

키는가를 나타내는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발생시킴 -;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 각각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세트 각각에 상주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 -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상기 업데

이트 패키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분산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상기 명령어 세트는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이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수정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에 명령 을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모듈은 수신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하여 상기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데이터 블

록에 대해 동작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 중 적어도 일부를 발생시킴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코드 버전과 상기 제2 코드 버전 사이에서 식별된 상기 패턴 차이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어 크기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차이의 단어 크기는 적어도 1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차이의 단어 크기는 적어도 1 바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3.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발생기는 상기 제2 코드 버전으로 변환된 상기 제1 코드 버전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코

드 버전과 상기 제2 코드 버전 사이의 패턴 차이를 어떻게 변환시키는가를 정의하는 변환 명령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4.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는 통신 매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시스템 및 상기 다수의 분산형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업데이트 패키

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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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매체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8.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접속 통신 매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공중 

인터넷, 개인 인터넷,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개인 네트워크, 공중 네트워크, 부가가치 네트워크, 및 대화

형 텔레비전 네트워크, 무선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양방향 케이블 네트워크, 대화형 키오스크(kiosk) 네트워크로 구

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9.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동 전화기, 휴대폰, 개인 휴대 단말기, 페이저, 위성,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및 텔레매틱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무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서버 컴퓨터, 및 텔레매틱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

룹에서 선택되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1의 수집된 정

보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나타내지는 제2의 수집된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수집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4.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5.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상기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에 제1 기능을 전달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다수의 

전자 디바이스에 제2 기능을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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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7.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9.
전자 디바이스의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i)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도록 다수의 변환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

키지를 전개시키는 단계;

(ii)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달하는 단계;

(iii)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중 일부분을 상기 제2 저장부에 복사하는 단계;

(iv)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도록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변환 동작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v)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상기 제2 저장 부에 저장된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 일

부분으로 대체하는 단계; 및

(vi) 상기 상주 동작 코드가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완전히 업데이트될 때까지 (iii) 내지 (v)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 일부분으로 변환시키도록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

드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는 변환 동작들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 대신에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복사함으로써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대체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2.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개시키는 단계는 상기 변환 동작들의 적용에 의해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주 동작 코드 시퀀스를 포함하는 상기 제1 저장부 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해시 테이블(hash table)을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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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해시 테이블에서 지정된 하나 이상의 특정한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시퀀스를 검색하고, 검색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시퀀스에 상기 변환 동작을 적용하여, 그에 의해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시퀀스를 업데이트 동작 코드 시퀀스로 변환시킴으로서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4.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개시키는 단계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 하나 이상의 다른 변환 동작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계; 및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발생하기 위해 상주 동작 코드의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변환 동작들을 선택하여 상기 업데

이트 패키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단계는 무선 통신 매체를 통해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달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6.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접속 통신 매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공중 인터넷, 개인 인터넷,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개인 네트워크

, 공중 네트워크, 부가가치 네트워크, 대화형 텔레비전 네트워크, 무선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양방향 케이블 네트워크

, 및 대화형 키오스크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통신 매체를 통해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를 전달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69항에 있어서,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업데이트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비휘발성 저장 매체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

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저장 매체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비휘발성 저장 매체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하드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및 EPROM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저장 매체에 저장된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6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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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를 제2 저장부에 복사하는 단계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휘발성 저장 매체에 복사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휘발성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단계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을 랜덤 액세스 메모

리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69항에 있어서,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다수의 뱅크(bank

)를 갖춘 상기 제1 저장부의 세분된 부분에 저장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저장부에 복사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일부분은 상기 제1 저장부로부터 하나 이상의 뱅크에 존재하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4.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동작들은 상기 제1 저장부의 하나 이상의 뱅크에 존재하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

드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5.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6.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의 수집된 정보를 제2의 수집된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수집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9.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제1 기능을 전달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제2 기능을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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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동일한 기능형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로 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1.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다른 기능형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2.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3.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처리 과정 동안 전력이 꺼지거나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비휘발성 복사가 이용

가능해지도록 상기 변환 동작들을 실행하기 이전에, 상기 제1 저장부에 다운로드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복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4.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처리 과정 동안 전력이 꺼지거나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업데이트된 상주 동작 코드부의 비휘발성 복사

가 이용가능해지도록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부를 대체하기 이전에, 상기 제1 저장부에 상기 업데이트된 상주 동작 

코드부 의 복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5.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에 있어서,

동작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비휘발성 저장부;

통신 매체를 통해 다수의 명령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패키지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는 휘발성 저장부; 및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하도록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제어

기 - 상기 제어기는 순차적으로 (i)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로부터 상기 휘발성 저장부로 동작 코드의 오리지널 부분을 

검색하고, (ii) 상기 휘발성 저장부 내의 상기 검색된 부분에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들을 적용하여 그에 의해 상

기 검색된 오리지널 동작 코드 부분을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 부분으로 변환시키고, 또한 (iii)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

부분을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구성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97.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는 기본적으로 하드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및 EPROM 디바이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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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저장부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99.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무선 통신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0.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유선 통신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1.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접속 통신 매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공중 

인터넷, 개인 인터넷,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개인 네트워크, 공중 네트워크, 부가가치 네트워크, 대화형 

텔 레비전 네트워크, 무선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양방향 케이블 네트워크, 및 대화형 키오스크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

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2.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포함하는 다수의 뱅크로 세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

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저장부로 검색된 상기 상주 동작 코드 부분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뱅크에 존

재하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4.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의 하나 이상의 뱅크에 존재하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를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5.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가 상기 상주 동작 코드 또는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의 손상으

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오차 허용 방식으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

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6.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는 전력 인터럽트 또는 디바이스 고장의 결과로서 상기 업데이트 패키

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에 보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7.
제10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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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 인터럽트되거나 디바이스가 고장나면,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업데이트 패키지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에 포함

된 정보를 복원하고, 전력 인터럽트가 일어나기 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검출된 동작에 대응하는 지점에서 업

데이트를 재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8.
제10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평가하여 업데이트 설치의 진행을 결정하도록 에러 정정 코드 또

는 CRC 코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동작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09.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는 전력 인터럽트 또는 디바이스 고장의 결과로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가 손실되지 않도록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에 보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0.
제109항에 있어서,

전력이 인터럽트되거나 디바이스가 고장나면,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에 

포함되는 정보를 복원하고, 전력 인터럽트가 일어나기 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검출된 동작에 대응하는 지점

에서 업데이트를 재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1.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평가하여 업데이트 설치의 진행을 결정하도록 에러 정정 코드 또

는 CRC 코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동작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2.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는 전력 인터럽트 또는 디바이스 고장의 결과로 상기 상주 동작 코드가 

손실되지 않도록 상기 비휘발성 저장부에 보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3.
제112항에 있어서,

전력이 인터럽트되거나 디바이스가 고장나면, 상기 제어기는 상기 상주 동작 코드의 하나 이상의 백업 복사에 포함되

는 정보를 복원하고, 전력 인터럽트가 일어나기 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검출된 동작에 대응하는 지점에서 업

데이트를 재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4.
제1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상주 및 업데이트 동작 코드를 평가하여 업데이트 설치의 진행을 결정하도록 에러 정정 코드 또

는 CRC 코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동작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5.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 및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는 명령 및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6.
제9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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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는 업데이트되는 전자 디바이스에 저장된 제1의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1의 수집된

정보를, 상기 업데이트된 동작 코드로 나타내지는 제2의 수집된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

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7.
제10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수집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도, 방향, 및 다른 종류의 개인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8.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의 제2 버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19.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제1 기능을 전달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상기 전자 디바

이스에 제2 기능을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20.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 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21.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 및 상기 제2 기능은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122.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오리지널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1 버전을 포함하고, 상기 업데이트 동작 코드는 펌웨어의 제2 버전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업데이트가능한 전자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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