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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프리젠티티(presentity)의 프리젠스 정보에 관한 부분 통지
를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이동 및 지상통신선/유선(landline/wireline) 컴퓨팅 장치들은 일상의 통신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현재 데
스크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다른 유선 컴퓨터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소수의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이메일,
비디오 회의, 및 인스턴트 메시징(IM; instant messaging)을 통해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이동 전화, 핸드헬드(handheld)
컴퓨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과 같은 이동 장치들도 또한 일상의 통신에 도움이 된
다. 이동/무선 전화는 종래에는 음성 통신 장치로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데이터, 그래픽
등을 전송하기 위한 유효한 장치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상이한 플랫폼들에 걸쳐 무결절성(seamless) 통신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 및 지상통신선 기술이 계속해서 보다 많은 통합된 통신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

  많은 통신 애플리케이션은 무선 및 유선 전화 통신과 결합된 전통적인 음성 통신에서 벗어나 있는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
간 통신을 허용한다. 채트 세션(chat session), 인스턴트 메시징, 짧은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비
디오 회의는 소수의 이러한 통신 매체이다. 많은 이러한 유형의 통신은 통신 사용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졌고, 특히 무선 장
치의 급증과 계속되는 기술적 발전에 의하여 점점 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리젠스(presence)" 기술이 위치, 통신의 자율성(willingness), 및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 통신에 관한 다른 매개변수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프리젠스 기술은 일반적으로 통신 링크의 하나 이상의 종단
점(endpoint)의 식별 및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선, 핸드헬드 장
치의 사용자가 다른 인스턴트 메시징(IM) 사용자와 IM 세션을 개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프리젠스 서비스는 IM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율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리젠스 서비스는 제3 세대(3G) 무선 네트워크의 필수적
인 부분(integral part)이고, 다양한 통신 장치에 채용되도록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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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프리젠스 서비스 기술은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서버, 및 워처(watcher)의 개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젠티
티(presentity)는 "프리젠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어떤 시간에 또는 어떤 사용자들과 통신하고자 하
는 자율성, 위치 등). 상기 정보는 수집되어 프리젠스 서버들에서 이용될 수 있고,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은 어떤 프리젠스
정보가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에 관심을 갖는 인가된 "워처(watcher)"에게 통지할 수 있다. 워처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프리젠스 서버들로부터 획득하기 위하여 유선 및 무선 단말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이것
은 상기 프리젠스 서버에 의해 상기 워처에게 전송된 통지의 형태를 가지고 입력될 수 있다.

  종래에는, 타깃 사용자/장치가 이용가능하다는 사용자들/워처들로의 통지는 완전한(complete) 프리젠스 정보로서 전송
되었다. 다시 말하면, 프리젠스 정보 전체와 관련된 다수의 상이한 부분의 프리젠스 정보가 있고, 원래의 또는 갱신된 통지
에 의해 특정 프리젠스 정보를 "감시(watching)"하는 통지-가입 사용자들에게 모든 프리젠스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메시징을 위한 공통 프로파일(CPIM; Common Profile for Instant Messaging) 프리젠스 정보 데이터 포
맷(PIDF; Presence Information Data Format)과 같은 현재의 IETF 프리젠스 포맷 사양에 있어서, 전송되는 정보의 부분
들이 이미 워처에게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프리젠스 정보가 전송된다. 무선 환경과 같이 몇몇 환경에 있어
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은 전형적으로 고정 인터넷 환경에서보다 상당히 더 작기 때문에, 정보의 단지 몇몇 부분이 변경된
경우 모든 프리젠스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현재의 프리젠스 사양은 이전에 수신한 몇몇 데이터가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표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
은 예를 들어 워처들이 필터링 정보를 변경하고, 프리젠티티가 프리젠스 인증 레벨을 변경하며, 프리젠스 특성들이 네트워
크에서 이용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사양은 버저닝 정보(versioning information)를 제공
하지 않는다. 상기 버저닝 정보는 프리젠스 정보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경우 필요한데,
왜냐하면 프로토콜 특정 버전 메커니즘이 이러한 예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 산업에서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상기 및 다른
필요를 충족하고, 종래 기술보다 나은 다른 장점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정보에 관한 부분 통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프리젠스(presense) 서버들 및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단말기들
간에 프리젠스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단말기가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
티티(presentity)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프리젠스 문서가 생성되고, 상기 프리젠스 문서는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
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
젠스 정보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가 구성된다.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구비하는 프리젠스 문서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
를 요청하는 단말기에 전송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클라이언트 단말기들에 프리젠스 정보를 통지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프리
젠티티에 관한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에 의한 사용을 위해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튜플(tuple)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튜플은 상기 튜플의 이전
버전들에 대한 상기 튜플의 버전을 나타내는 버전 값을 포함하는 단계, 및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튜플과 연관시키는 단계
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의 완전 세트의 프리젠스 정보의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젠스 문서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전송된다. 상기 튜플을 통해 제공된 버전 값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저장된 현재 버전 값과 비교된다. 상기 튜플을 통해 제공된 버전 값이 신규 프리젠스 정보가 상기 튜
플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튜플과 연관된 프리젠스 정보를 갱신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지
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프리젠스 인식(awareness)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감시하는 워처 애플리케이션(watcher application)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를 포함한다. 네트
워크를 통해 상기 단말기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서버가 제공된다. 상기 프리젠스 서버는 상기 워처 애플리케
이션이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presentity)를 식별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및 다른 컴퓨팅 요소들)을 통해,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가
제공된다.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
젠스 정보로서 구성된다.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구비하는 프리젠스 문서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는 단말기의
워처 애플리케이션에 전송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프리젠스 서버가 제공되고, 상기 프리젠스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들에
접속된다. 상기 프리젠스 서버는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복수의 단말기들 중 하나 이상에 전송한다.
상기 프리젠스 서버는 복수의 프리젠티티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프리젠티티들 중의 하나 이상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수신하도록 인가된 단말기들에 대한 단말기 가입정보(subscriptions)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메모리를
포함한다. 처리 시스템(processing system)이 상기 프리젠스 서버에 제공되고, 특정 단말기가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
젠티티를 식별하며,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한 세트의 프리젠스 정보의 서브세트에 대응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구성된다. 데이터 전송 모듈이 상기 처리 시스템에 접속되고,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통해서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상
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가입 단말기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상기 요약은 본 발명의 각각의 예시된 실시예 또는 구현을 기술하도록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도면 및 관련 설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은 다음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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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젠스 서비스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메시징 플로우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부분 통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대표적인 명칭 공간 확장(namespace extension)을 도
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명칭 공간 확장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워처 애플리케이션에 부분 통지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치에 수신된 프리젠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 포맷과 관계없이, 프리젠스 서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에 접속되는
단말기들간에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동 단말기 컴퓨팅 시스템의 예를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예를 도시한다.

실시예

  본 특허 문서의 개시의 일부는 저작권 보호에 속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저작권자는 특허 상표국 특허 파일 또는 기록에
나타나있는 대로 특허 개시 또는 특허 문서의 복제에 이의가 없지만, 모든 저작권 및 연관된 저작소유권을 보유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의 이하 설명에 있어서, 그 일부를 구성하고,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가 예시로서 도시되
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경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프리젠스 정보(presence information)를 통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프리젠스 정보는 프리젠스
서버 또는 연관된 시스템에서 생성된다.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프리젠티티(presentity)에 관한 모든 상태 정보보다 더 적
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워처 애플리케이션(watcher application)에
전송된 프리젠스 정보는 프리젠스 서버들로부터 클라이언트 워처 애플리케이션들에 불필요하게 전송될 필요가 없다.

  다수의 엔티티들이 일반적으로 프리젠스 서비스 구조(architecture)에 구현된다. 프리젠티티는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하
는 엔티티(entity)이다. 다른 엔티티는 프리젠티티들로부터 프리젠스 정보를 수신하는 프리젠스 서버이다. 워처(watcher)
는 프리젠스 정보에 관심을 갖는 엔티티이다. 프리젠스 서비스 구조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도 1에 도시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젠스 서비스 시스템(100)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 있어서, 프리젠스 서비스 시스템(100)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 IP multimedia subsystems) 네트워크로서
구현되고, 워처 및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 기능이 IMS 내에 위치하는 경우 IMS 네트워크 요소에 매핑된다.

  프리젠스 서버(102)는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는 프리젠스 정보(즉, 위치 정보) 뿐 아니라, 프리젠스 사용자 에이전트들
및 외부 프리젠스 에이전트들과 같은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제공자들(104)에 의해 제공되는 프리젠스 정보를 관리한다.
상기 프리젠스 서버(102)는 프리젠스 서버(102)에서 정의된 프리젠스 특성 및 정책에 기초하여, 다수의 프리젠스 제공자
들(104)로부터 수신된 정보로부터 특정 프리젠티티에 대한 프리젠스 관련 정보를 단일 프리젠스 문서에 결합한다. 사용자
들은 프리젠스 서버(102)에서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에 대한 가입 요구(subscription request)를 수행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워처들로서 행동하는 사용자들은 프리젠스 서버(102)에서 프리젠티티로부터 입수가능한
프리젠스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가입 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프리젠티티는 또한 프리젠스 서버(102)의 프리젠스 정
보에 가입한 워처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가입 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

  홈 가입자 서버(HSS; Home Subscriber Server)(106)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능하고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와 같
은 이동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HSS(106)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가입된 서비스 및 프로파일, 서비스 특정 정보,
이동성 관리 정보, 인증 정보, 및 그런 종류의 다른 것과 같은 주어진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가입 프로파일을 지
원할 수 있다. 상기 HSS(106)는 제2 세대(2G) 홈 위치 레지스터(HLR; Home Location Register)와 유사하지만, 또한 위
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치 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제3 세대(3G) HLR은 HSS(106)의 서브
셋(subset)이다.

  프리젠스 서비스 시스템(100)은 또한 워처 애플리케이션들(108 및 110)과 같은 워처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워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프리젠티티들에 관한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 및/또는 가입하는 엔티티이다. 워처 애플리케이
션이 프리젠티티의 몇몇 프리젠스 정보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워처 애플리케이션은 요구가 타깃(target)되는 어
드레스(예를 들어, SIP URL)를 획득하고, 따라서 이러한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발
견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112)가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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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특정 프리젠티티와 연관된 프리젠스 서버(102)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
(114)는 (특히) 프리젠티티와 연관된 타깃 네트워크의 식별 및 어드레스 분석(resolution)을 수행한다. 워처 프리젠스 프
록시(114) 및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112)의 다른 기능들은 예를 들어, 상대 위치 및 워처 애플리케이션(108) 및 프
리젠스 서버(102)의 신뢰 관계에 의존한다.

  프록시들(112, 114) 각각은 다양한 호 상태 제어 기능(CSCF; Call State Control Function)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워
처 프리젠스 프록시(114)는 프록시 CSCF(P-CSCF; proxy CSCF)(116) 및 서빙 CSCF(S-CSCF; serving CSCF)(118)를
포함한다. 상기 S-CSCF(118)는 사용자 장치/워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세션 제어, P-CSCF(116) 및 프리젠티티 프리젠
스 프록시(112)에서의 CSCF들의 어드레스 획득,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112)로의 SIP 요구/응답 전송, 트리거 및
실행 서비스, 인증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기능들을 수행 및/또는 수행을 돕는다. P-CSCF(116)는 워처 애플리케이션(108)
을 위한 접촉점(point of contact)으로서 기능하고, 해석(translation), 보안, 인증 등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 및/또는 수행을
돕는다.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112)는 또한 조회 CSCF(I-CSCF; interrogating CSCF)(122) 뿐 아니라 S-CSCF(120)를
포함한다. 상기 I-CSCF(122)는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내에 현재 위치하는 가입자들을 로밍(roaming)하거나 홈 네트워크
의 가입자에게 정해진 접속을 위한 홈 네트워크에서의 접촉점으로서 기능한다. I-CSCF(122)는 서빙 CSCF(120)를 등록
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할당, S-CSCF(120) 어드레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HSS(106)에 접촉, 및 S-CSCF(120)로의 SIP
요구/응답 전송을 포함하는 다수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도 1의 시스템(100)에 있어서, IMS 네트워크에서의 워처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2가지 대안적인 위치가 있다. 제1 워처
애플리케이션(108)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용자 장치(UE; User Equipment) 단말기내에 위치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 있어서, 워처 애플리케이션(108)은 표준 IMS 절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P-CSCF(116)를 통해 S-CSCF(118)에 등
록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워처 애플리케이션(110)은 더 상세하게 후술되는 ISC 인터페이스(126) 뒤에
서 애플리케이션 서버(124)와 결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124)는 워처 애플리케이션(110)이 단일 가입 요구를 이
용하는 몇몇 프리젠티티들에 가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114)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리젠스 서비스 시스템(100)은 일 실시예에서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구현하는 다수
의 IMS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도시된 구조와 연관되는 IMS 인터페이스는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지칭된다. 인터
페이스 라인(128)에 도시된 참조점 Px는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112) 및 홈 가입자 서버(HSS)(106)간의 인터페이

스를 나타낸다. 이 인터페이스는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서버(102)의 위치에 도움이 된다. 상기 특정 참조점 Px는 Cx 인터

페이스이고, Cx 인터페이스는 CSCF들 및 HSS(106)간의 정보 전송을 지원한다. HSS는 (다른 것들 중에서) 위치 정보를

관리하고, 따라서 Cx 인터페이스는 HSS(106), 및 I-CSCF(122) 및 S-CSCF(120)간의 적어도 위치 정보의 전송을 지원한

다.

  인터페이스 세그먼트(130A, 130B, 및 130C)에 도시된 다른 참조점 Pw는 워처 애플리케이션(108) 및 프리젠스 서버

(102) 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상기 인터페이스는 워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프리젠스 정보 데이터 포맷(PIDF)을 이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을 위한 공통 프로파일(CPIM) 사양에 따르고, 예를 들어 SIP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Pw의 제1 인터페이스 세

그먼트(130A)는 Gm 인터페이스이고, Gm 인터페이스는 워처 애플리케이션(108)으로 하여금 P-CSCF(116)와 통신하도

록 허용한다. Pw의 제2 인터페이스 세그먼트(130B)는 Mw 인터페이스이고, Mw 인터페이스는 CSCF들로 하여금 서로 인

터페이스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Mw 인터페이스는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114)의 S-CSCF(118) 및 프리젠티티 프리젠

스 프록시(112)의 I-CSCF(122)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Pw의 다른 인터페이스 세그먼트(130C)는 CSCF 및 서버간의

참조점인 IMS 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ISC; Service Control Interface)이다. 따라서 상기 ISC 인터페이스는 S-
CSCF(120)가 프리젠스 서버(102)와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대안으로,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114) S-CSCF(118)가 ISC
인터페이스(126)을 통해 다른 워처 애플리케이션(110)과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워처 애플리케이션(108)이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 CPIM PIDF 인터페이스 정의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정보 요구는 예를 들어 워처 애플리케이션(108)로부터 프리젠스 서버(102)로 전송된다. 프리젠스 서버
(102)가 가입을 인증하는 경우, 프리젠스 통지가 워처 애플리케이션(108)에 전송되도록 허용된다. 상기 통지는 프리젠티
티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가입 워처 애플리케이션에 반복해서 전송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메시징 플로우(200)를 나타낸다. 상기 메시징 플로우(200)는 워처
가 하나 이상의 프리젠티티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다. 상기 예는 사용자
장치(UE) 단말기(202),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Radio Access Network)(204),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엔티티
(206), P-CSCF(208), 프리젠스 서버(210), 및 도메인 네임 서버(DNS; Domain Name Server)(212)를 포함하는 IMS 도
메인(201)의 부분인 다수의 네트워크 요소들, 네트워크들, 및 표준들을 나타낸다. 상기 UE(202)는 프리젠스 정보를 획득
하기를 원하는 워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는 장치(들)를 나타낸다. 상기 RAN(204)은 이동 및 고정 기점(origin) 모
두의 다수의 핵심 네트워크들로의 이동 액세스를 제공하는 3G 네트워크이다 - 그것은 무선 링크 및 IP 핵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다.

  상기 GPRS/DHCP(206)는 IMS 도메인(201)에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통신 표준을 나타낸다. GPRS는 인터넷 모델을
미러(mirror)하고 3G 네트워크로의 무결절성 변환(seamless transition)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 통신 글로벌 시스템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을 위한 패킷-교환 무선 통신 표준이다. GPRS는 이동 GSM 및 시분
할 다중 액세스(TDMA) 사용자들을 위한 실제 패킷 무선 액세스를 제공하고,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서비스에 이상적이다. 하지만, 적합한 IP-접속 네트워크는 GPRS와 다르게 구현될 수 있
다. DHCP는 UE(202)와 같은 장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TCP/IP 구성 세팅을 획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하는 IP 어드레싱 발견 방법론이다. UE(202)는 구성 매개변수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RAN(204)에 요구 패킷을 브로드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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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함으로써 DHC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DHCP 서버는 UE(202)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어떤 매개변수들을 제공한
다. 상기 IP 어드레스 및 구성 매개변수는 정적 IP 어드레싱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적으로 할당된다기 보다는 UE(202)에
대여(lease)된다. 따라서 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UE를 위한 IP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DHCP는 또한 IMS 핵심 네트워크를 액세스하기 위해 UE가 접속하는 제1 네트워크 엔티티인 P-CSCF의 IP 어
드레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DNS(212)는 논리적 명칭(완전 자격 도메인 네임(FQDN; Fully-Qualified Domain
Name))을 대응하는 인터넷 어드레스의 IP 어드레스(들)로 분해(resolve)하는 네임 서버(name server)를 나타낸다.
DHCP와는 다른 IP 어드레싱 발견 방법론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경로(214)에 도시된 가입(SUBSCRIBE) 요구는 UE(202)의 워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RAN(204) 및 GPRS/
DHCP(206) 어드레스 발견을 통해 P-CSCF(210)에 제공된다. 상기 가입 요구는 타깃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정보에 대
한 워처 애플리케이션의 관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따라서 요구 URI에서의 타깃 프리젠티티를 식별한다. 경로(216)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P-CSCF(208)는 상기 가입 요구를 상기 프리젠스 서버(210)로 전송한다. 프리젠스 서버(210)는
상기 요구를 수신하고, 가입을 인가(authorization)한다(몇몇 경우에는 또한 인증(authentication)할 수 있다). 가입이 인
가된 경우, 프리젠스 서버(210)는 경로(218)에 도시된 OK의 리턴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응답한다. 상기 OK의 리턴 코드는
경로(2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P-CSCF(208)에 의해 UE(202)로 전송된다. 이 시점에서, UE(202)는 타깃 프리젠티티로
부터의 프리젠스 정보를 본다.

  경로(222)에 도시된 통지(NOTIFY) 메시지가 프리젠스 서버(210)에 의해 P-CSCF(208)에 전송되고, 타깃 프리젠티티
의 프리젠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경로(2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P-CSCF(208)를 통해 UE(202)에 전송된다. 상기 정
보는 가입의 상태 및 프리젠티티의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통지 메시지에 의해 UE(202)의 워처는 가입한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정보가 개시되었거나 다음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안다. 프리젠스 정보가 올바르게 수신되고 처리된 경우,
UE(202)는 경로(226)에 도시된 OK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하고, 상기 OK 메시지가 수신되고 경로(228)에서 프리젠스 서
버(210)에 전송된다.

  종래의 프리젠스 사양 및 실행기준(practices)에 따라, 상기 통지 메시지는 UE(202)가 가입한 프리젠티티 또는 프리젠티
티들에 관한 모든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CPIM PIDF 사양은 통지 메시지가 전송될 때마다 전
체 프리젠스 정보가 전송되어지는 것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몇몇 환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상기 환경에 있어서, 주로 무선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하여, 문서의 어
떤 부분만이 변경된 경우 전체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미 UE 워처들에서 입수가능한 프리젠스 정보의 불필요한 전송을 완화한다.

  본 발명에 따라, 프리젠스 서버들은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상태에 관한 부분 통지를 제공한다. 이동 단말기와 같은 UE
는 상기 부분 통지를 수신할 수 있다. 프리젠스 정보가 프리젠티티의 통신 수단, 프리젠티티의 통신 능력 및 자율성
(willingness), 및 다른 특성들을 포함하지만, 상기 정보의 단지 변경된 부분들만이 전송되고, 따라서 유용한 대역폭 소모
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은 부분 프리젠스 통지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통지 사양 및 어떤 유사한 통지 실행기준에
대한 확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이전에 수신한 프리젠스 정보의 일부분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능력
을 제공하고, 또한 프리젠스 정보 버저닝(versioning)을 위한 더 좋은 지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프리젠스 사양은 여전히 대량(bulk)의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현재 사양에 대한 확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현재의 파서(parser) 및 사양이 사용될 수 있
다. 상기 확장은 상기 확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프리젠스 구현에 대한 상호 운용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버저닝을 용이하게 하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자신의 버저닝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프리젠
스 문서들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로토콜의 독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MS, SIP, 및 CPIM PIDF 사양(draft-ieft-impp-cpim-pdif-05.txt)
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본 발명이 현재의 프리젠스 사양, 즉 CPIM PIDF 사양에 의하여 기술되지만, 본 발명은 다른 프리젠
스 정보 데이터 포맷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될 것
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부분 통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대표적인 명칭 공간 확장(namespace extension)을 도
시한다. 상기 대표적인 명칭 공간 확장은 상기 확장과 연관된 특성들 및 다양한 요소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테
이블의 형태로 도시되고, 상기 테이블 형태는 상기 정보와 연관된 어떤 특정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대표적인 명칭 공간 확장은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이용하여 CPIM PIDF의
확장으로서 IMS의 문맥(context)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는 유사한 시스템, 프리젠스 정보 데이
터 포맷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3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확장 명칭 공간은 버전(version)(300), 동작(action)(308), 및 모드(mode)(310)를 포
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버전 요소(300)는 전체 프리젠스 문서, 또는 단일 프리젠스 튜플(tuple)의 버전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버전 매개변수가 프리젠스 문서 레벨(302)에서 사용되는 경우, 상기 버전 매개변수는 SIP,
HTTP 등과 같은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에 대한 버저닝(versioning)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버전 매개변
수가 튜플 레벨(304)에서 사용되는 경우, 상기 버전 매개변수는 특정 튜플이 갱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워처에게 제공한다. 문서 레벨에서 그리고 튜플 레벨에서 버전 요소 이용의 특정 예는 다음에 도 4와 관련하여 제공된다.

  동작 요소(306)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특정 튜플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튜플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동작 요소(306)와 연관된 대표적인 값은 삭제된(removed)(308), 및 빈(empty)(310) 값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삭
제된(308) 값은 프리젠스 서버가 무슨 이유로 이 튜플에 대한 특정 프리젠스 정보를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
낼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상기 튜플과 연관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상기 빈(310) 값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튜플에 대응하는 현재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를 비운다(empty)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다른(312) 원하는 값이 또한
원하는 동작들(306)에 대응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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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특성 요소(mode attribute element)(314)는 통지가 프리젠스 정보의 일부의 갱신을 위한 것인지, 또는 통지가 완전
한 프리젠스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 레벨에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표준 값들을 갖는 특
성들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장치(UE)에서 공통 동작을 제공하고 상호 운용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 세트의
잘 정의된 값들(예를 들어, No_change, No_value 등)이 확장 명칭 공간의 부분으로서 표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o_change 특성은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수신한 현재 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No_value
특성은 요소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하지만, 프리젠스 서버는 현재 그 값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특성 값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예가 이하 도 4와 관련하여 기술된다.

  상술된 확장 명칭 공간 및 연관된 요소들을 이용하여, 단지 부분 프리젠스 정보 갱신만을 포함하는 통지가 제공될 수 있
다. 추가의, 더 적은, 또는 상이한 요소들 및 특성들이 또한 본 발명의 부분 통지 확장과 연관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명칭 공간 확장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세그먼트(400)를 도시한다. 상기 대표
적인 프로그램 세그먼트는 본 발명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XML)에
의하여 기술된다. 하지만, 당업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명세서에
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세그먼트(400)는 XML 프로세싱 명령어 및 부호화 선언(402)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XML 문서의 본체
(body)는 루트(root) 프리젠스 요소(404)를 포함한다. 이 요소(404)는 이하 더 상세하게 기술되는 적어도 하나의 튜플 요
소 및 다른 명칭 공간들로부터의 확장 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프리젠스 요소(404)는 프리젠스 문서가 기초를 두는 명칭
공간을 나타내는 명칭 공간 선언(408)을 포함하는 명칭 공간 선언들을 포함한다. 상기 명칭 공간 선언들은 사용된 확장을
위한 다른 명칭 공간 선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2가지 다른 명칭 공간 선언들(410, 412)이 사용된
확장들을 위해 제공된다. 명칭 공간 선언(410)은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에 관한 것이고, 명칭 공간 선언
(412)은 본 발명에 따른 부분 통지 확장에 관한 것이며, 예시된 실시예에서 "PE"(즉, 프리젠스 확장(Presence
Extension))으로 명명된다. 상기 프리젠스 요소(404)는 또한 엔티티 특성(entity attribute)(414)을 포함한다. 프리젠스
정보는 프리젠티티 또는 프리젠티티의 "pres" URL에 의해 식별된다. 상기 엔티티 특성(414)의 값은 프리젠스 문서를 발
표한 프리젠티티의 "pres" URL이고,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someone@example.com이다.

  본 발명에 따라, 버전 요소(416)가 프리젠스 문서 레벨에서 제공된다. 상기 버전 요소(416)는 전체 프리젠스 문서의 버전
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연관된 버전 매개변수(418)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에 대한 버저닝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리젠스 문서가 "3"인 버전 매개변수(418)를 갖는 경우, 이것은 통지가 특정 가입에서 제3 통지인 것을 나타낸
다. 클라이언트/워처는 버전 매개변수(418)와 비교될 수 있는 저장된 버전 매개변수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부분 통지에서
특별히 지정될 수 있는 튜플들만이라기 보다는 모든 튜플들이 프리젠스 서버로부터 획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전 매개변수(418)가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값보다 2 이상 큰 값을 갖는 경우, 이것은 클라이
언트가 프리젠스 서버와 동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프리젠스 서버로부터 모든 프
리젠스 튜플들을 페치해야 한다.

  버전 요소들은 또한 튜플 레벨에서 사용될 수 있고, 버전 매개변수들은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프리젠스 튜플들내에 제공
된다. 튜플 요소(422)내에 구성된 버전 요소(420)는 프리젠스 정보에 제공되는 버전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이 예에 있어
서, 버전 매개변수는 "2"인 값을 갖는다. 버전 매개변수가 튜플 레벨에서 사용되는 경우, 상기 버전 매개변수는 튜플이 갱
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워처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별정보, id="mobile-im"을 갖는 튜플(422)은
버전 번호(424) "2"를 갖는 버전 요소(420)을 포함한다. 상기 버전 번호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저장된 현재의 버전 번호보
다 더 큰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는 이 튜플을 갱신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더 높은 버전 번호(424)는 이것이 상기 튜플에 대
한 신규 버전의 정보(즉, 정보가 변경되었다)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CPIM 사양 및 PIDF 프리젠스 데이터 포맷이 이용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젠스 요소(404)는 상태 요소
(status elemen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튜플을 포함할 것이다. 도 4의 튜플(422)은 이러한 상태 요소(426)를 포함한
다. 상태 요소(426)는 어떤 프리젠스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예시된 상태 요소(426)는 기본 요소(428)를 포함하며, 기본
요소의 값으로는 "open" 및 "closed"가 명시될 수 있다. 튜플이 예시적인 튜플(422)에 대한 경우인 인스턴트 메시징 어드
레스를 위한 것인 경우 상기 값들은 인스턴트 메시지들을 수신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값
"open"(430)은 프리젠티티가 인스턴트 메시지들을 수신하는데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428)에 대한 값
이다. 상기 프리젠스 요소(404)는 접속 어드레스(contact address)의 URL을 포함하는 접속 요소(contact element)(432)
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속 요소(432)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접속 어드레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식
별하는 "우선순위(priority)" 특성(434)과 같은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정보 "id=call"을 갖는 튜플(436)과 같은 다른 튜플들이 또한 프리젠스 요소(404)에 제공될 수 있다. 다른 요소(438)
가 상기 튜플(436)내에 있고, 상기 다른 요소(438)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요소(438)이다. "PE:action"으로 표시된 동작 요
소(438)은 클라이언트가 특정 튜플(436)에서 수행해야 하는 동작(들)을 나타낸다. 도시된 동작 요소(438)와 연관된 특정
값은 "removed"(440)이고, 이것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호출 튜플이 무슨 이유로 연관된 값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는 것을 클라이언트에 나타내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값을 무시,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어떤 수의 상이한 소정의 동작
들이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동작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리젠스 요소(404)는 또한 모드 요소(442)를 포함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모드 요소는 프리젠
스 통지가 프리젠스 정보의 일부의 갱신을 위한 것(즉 "부분 통지(partial notification)")인지, 또는 상기 통지가 완전한 프
리젠스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 레벨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
드 요소(442)와 연관된 값은 부분 통지를 나타내는 "갱신(update)" 값(444)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한 세트의 잘 정의된 값들(예를 들어, No_change, No_value 등)은 UE에 공통 동작을 제공하고 상호
운용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확장 명칭 공간의 부분으로서 표준화될 수 있다. 표준 특성 값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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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와 같이, 프리젠스 요소는 튜플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튜플 요소는 한 세트의 잘 정의된 특성 값들로부터 선
택된 하나 이상의 특성들을 포함한다. 이하 대표적인 코드 세그먼트는 상기 표준 특성 값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예이
다.

  <presence>

  <tuple id="886647846">

  <attribute_1>

  value_1

  </attribute_1>

  <attribute_2)

  value_2

  </attribute_2>

  </tuple>

  </presence>

  이 예에서, UE는 이미 "value_1"인 값을 갖는 attribute_1 및 "value_2"인 값을 갖는 attribute_2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통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presence>

  <tuple id="886647846">

  <attribute_1>

  value_new

  </attribute_1>

  <attribute_2)

  no_change

  </attribute_2>

  </tuple>

  </presence>

  상술된 바와 같이, UE는 attribute_1이 신규 값을 가지며, 상기 UE는 attribute_2에 대한 현재 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이하게 인식된 표준 값인 "no_change"가 attribute_2에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워처 애플리케이션에 부분 통지를 제공하는 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부분 통지와
연관된 특성 및 요소 유형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확장 명칭 공간 선언을 포함하는 명칭 공간 선언이 생성된다(500). 클라이
언트/워처가 예를 들어 프리젠스 서버와 동기화되어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서 레벨 버전이 식별될
수 있다(502). 예를 들어 프리젠스 통지가 완전한 프리젠스 상태를 제공하는지 또는 프리젠스 통지가 부분 갱신인지를 나
타내기 위하여 모드가 식별될 수 있다(504). 하나 이상의 튜플들이 생성된다(506). 상기 하나 이상의 튜플들 중 어느 것에
대한 튜플 레벨 버전이 식별될 수 있다(508). 또한 생성된 튜플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동작(들)이 식별될 수 있다(510). 프
리젠스 문서가 생성된 경우, 상기 프리젠스 문서는 어떤 원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워처 애플리케이션에 전송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연관된 프리젠스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프리젠스 문서가 가입 워처 애플리케이션
에 전송된다. 워처 이벤트-트리거 페칭(watcher event-triggered fetching) 및/또는 인터벌 폴링(interval polling)과 같
은 다른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치에 수신된 프리젠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프린젠스 통지가 수신된다(600). 상기 프리젠스 통지는 도 5와 관련하여 기술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젠
스 서버 또는 다른 엔티티에서 생성될 수 있다. 결정 블록 602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문서 레벨 버전이 프리젠스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문서 레벨 버전이 클라이언트가 프리젠스 서버와 동기화된 것을 나타내는지 여부가 결정된다(604).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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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것은 문서 레벨 버전을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값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상기 문서 레벨 버
전이 상기 클라이언트 값보다 2 이상 큰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프리젠스 서버와의 동기를 잃은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프리젠스 튜플들이 프리젠스 서버로부터 요구된다(606).

  결정 블록 608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모드가 프리젠스 정보에 제공되는 경우, 상기 모드는 부분 갱신이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결정된다(610). 부분 갱신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 완전한 프리젠스 상태가 갱신된다
(612). 그렇지 않고, 부분 갱신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튜플들이 버전 값을 포함할 수 있다. 튜플이 튜플 레벨 버전을 포함
하는지 여부가 결정 블록 614에서 결정된다. 상기 튜플이 본 발명에 따라 튜플 레벨 버전 값을 포함하는 경우, 버전이 변경
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616). 이것은 일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버전이 프리젠스 정보에 제공된 튜플 레벨 버전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확인된다. 상기 값이 동일한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프리
젠스 정보의 변경이 발생되지 않았고, 튜플은 갱신되지 않는다(618). 그렇지 않은 경우, 튜플이 갱신된다(620). 튜플들 중
에서 어떤 것에 대해, 또한 특정 튜플이 본 발명에 따른 동작(action)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622). 포함하는
경우, 상기 동작(들)이 수행된다(624).

  본 발명은 상이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들, 프로토콜들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 포
맷과 관계없이, 프리젠스 서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에 접속되는 단말기들간에 정보를 통신하는 방
법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말기/워처가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가 식
별된다(700). 프리젠스 문서가 생성된다(702). 상기 프리젠스 문서는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
한다.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에서 입수가능한 프리젠스 정보의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
젠스 정보로서 구성된다(704).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가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한 단말
기(들)에 전송된다(706).

  본 발명과 관련하여 기술된 워처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비하는 단말기들은 데스크탑/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대규모
컴퓨팅 단말기, 무선 단말기, 또는 프리젠스 인식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컴퓨팅 장치를 포함하는 어
떤 수의 단말기들일 수 있다. 상기 무선 단말기는 휴대용 컴퓨팅 장치들 뿐 아니라, 무선/셀룰러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
기(PDA), 또는 다른 무선 핸드셋과 같은 장치들을 포함한다. 이동 단말기들은 컴퓨팅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 뿐 아니라 종래의 장치 활동(activity)을 제어하고 관리한다.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
합이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다양한 워처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연관된 특징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
한하지 않고 예시를 목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동 단말기 컴퓨팅 시스템의 예가 도 8
에 도시된다. 하지만, 본 발명의 원리는 표준 컴퓨팅 시스템들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워처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예시적인 이동 컴퓨팅 장치(8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축
소 명령 집합 컴퓨터(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또는 다른 중앙 처리 모듈과 같은 처리/제어 유닛
(processing/control unit)(802)을 포함한다. 처리 유닛(802)은 단일 장치일 필요가 없고,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프로세싱 유닛(802)은 마스터 프로세서 및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와 통신하도록 접속된 연관된
슬레이브 프로세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처리 유닛(802)은 저장부/메모리(804)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의 기본 기
능을 제어한다. 따라서, 프로세싱 유닛(802)은 워처 기능들과 연관된 기능들 및 본 발명의 연관된 특징들을 실행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저장부/메모리(804)는 이동 단말기의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
및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프로그램 저장부는 읽기 전용 메모리(ROM), 플래시 롬, 프로그램
가능 및/또는 삭제 가능 롬,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 subscriber interface module), 무
선 인터페이스 모듈(WIM; wireless interface module), 스마트 카드, 또는 다른 분리가능한 메모리 장치 등 중의 하나 이
상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듈 및 연관된 기능들은 또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다운로드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 신호를 통해 이동 컴퓨팅 장치(800)에 전송될 수 있다.

  저장부/메모리(804)에 저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는 워처 프로그램(806)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워처 프로그
램(806)은 하나 이상의 프리젠티티들의 프리젠스 정보를 페치 및/또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에 가입할 수 있다. 상기 워처
(806) 및 연관된 기능들은 상기 프로세서(802)에 의해 동작가능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firmware)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저장부/메모리(804)는 또한 다양한 문서 및 튜플 버전 값들과 같은 데이터(808) 또는 본 발명과 관련
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806) 및 데이터(808)는 비휘발성
전기적 삭제가능, 프로그램 가능 롬(EEPROM), 플래시 롬 등에 저장되어 이동 단말기(800)의 전력 차단시에도 정보가 손
실되지 않는다.

  프로세서(802)는 또한 이동 단말기에 결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810) 요소들에 접속된다.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810)는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812), 키패드(814), 스피커(816), 및 마이크로폰(818)을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및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이 해당 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은 프로세서(802)에 결합된다. 상기
키패드(814)는 영숫자키들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키에 할당된 동작의 실행 및 숫자 다이얼링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
을 수행한다. 대안으로, 음성 명령, 스위치, 터치 패드/스크린, 포인팅 장치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트랙볼
(trackball), 조이스틱(joystick), 또는 어떤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과 같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들
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이동 컴퓨팅 장치(800)는 또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82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DSP(820)는 아날로그 디
지털(A/D) 변환, 디지털 아날로그(D/A) 변환, 음성 부호화/복호화, 암호화/암호해독, 에러 검출 및 수정, 비트 스트림 해
석, 필터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824)에 연결되는 송수신기(822)는 무선 장
치와 관련된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도 8의 이동 컴퓨팅 장치(800)는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공된다. 본 명세서
에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이 다양한 다른 현재 공지되고 미래의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가
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워처 애플리케이션(806) 및 관련된 기능들, 및 데이터(808)는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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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될 수 있고, 다양한 처리 장치들에서 동작될 수 있으며, 추가의, 더 적은 또는 상이한 지원 회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구비하는 이동 장치들에서 동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는 비-이동(non-mobile) 단말기들, 즉 지상통신선
(landline) 컴퓨팅 시스템들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한다.

  프리젠스 서버들 또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프리젠스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시스템들은 프리젠스 정보를 처리하고 통신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컴퓨팅 장치일 수 있다. 프리젠스 서버들은 컴퓨팅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프리젠스 인식 활동
(presence awareness activity)을 제어하고 관리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예가 도 9에 도시된다.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합이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다양한 프리젠스 인식 기능 및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9의 컴퓨팅 구조(900)는 이러한 프리젠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
시적인 컴퓨팅 구조이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프리젠스 활동(presence activity)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900)는 프리젠스 서
버(901)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젠스 서버(901)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904) 및 읽기 전용 메모리(ROM)(906)에 접
속된 중앙 프로세서(CPU)(902)를 포함한다. 상기 롬(906)은 또한 프로그램 가능 롬(PROM), 삭제 가능 PROM(EPROM)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저장 매체일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902)는 제어 신호 및 그런 종류의
다른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력/출력(I/O) 회로(908) 및 버싱(bussing)(910)을 통해 다른 내부 및 외부 구성요소들과 통
신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902)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명령어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이, 해당 기술에 공지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상기 서버(901)는 또한 하드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912), CD-ROM 드라이브(914), 및 DVD 등과 같은 정보를 저장
및/또는 독출할 수 있는 다른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부분 프리젠스 통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CD-ROM(916), 디스켓(918) 또는 정보를 휴대용
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매체에 저장되고 배포될 수 있다. 상기 저장 매체는 CD-ROM 드라이버(914), 디스크 드
라이버(912) 등과 같은 장치들에 삽입되거나 상기 장치들에 의해 독출될 수 있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또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다운로드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 신호들을 통해 프리젠스 서버(901)에 전송될 수 있다. 상기
서버(901)는 디스플레이(902)에 접속된다. 상기 디스플레이(902)는 LCD 디스플레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plasma
display), 음극선관(CRT; cathode ray tube) 등과 같은 어떤 유형의 공지된 디스플레이 또는 프리젠테이션 스크린일 수
있다.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로폰,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 음성 인식 시스템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
커니즘을 포함하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922)가 제공된다.

  상기 서버(901)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통신선 및/또는 무선 단말기 및 연관된 워처 애플리케이션들과 같은 다른 컴퓨팅
장치들에 접속된다. 상기 서버는 다양한 지상통신선 및/또는 이동 클라이언트/워처 장치들에 궁극적인 접속을 허용하는 인
터넷(928)과 같은 세계 정보망(GAN; global area network)에서와 같은 더 큰 네트워크 구성의 부분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설명을 이용하여, 본 발명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조합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 프로그래밍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계, 프로세스, 또는 제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독출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하는 어떤 결과적인 프로그램(들)은 상주 메모리 장치, 스마트 카드 또는 다른 분
리가능한 메모리 장치 또는 전송 장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에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
른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또는 제품을 생성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제품(article of manufacture)" 및 "컴퓨터 프로그
램 생성물(computer program product)"과 같은 용어는 그 자체로서 어떤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또는 프로그램을 전송하
는 어떤 전송 매체에 영구히 또는 임시로 존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메모리/저장 장치는 RAM, ROM, PROM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 무선
인터페이스 모듈(WIM), 스마트카드와 같은 분리가능한 메모리 장치, 디스크, 광디스크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전송 매체는 무선/전파(wireless/radio wave)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인터넷, 인트라넷, 전화/모뎀 기반 네트
워크 통신, 하드와이어드/케이블드(hardwired/cabled) 통신 네트워크, 위성 통신, 및 다른 고정(stationary) 또는 이동 네
트워크 시스템/통신 링크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기술된 바와 같이 생성된 소프트웨어를 적합한 일반 목적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본 발명을 구현하는 이동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구성요소들(subcomponents)
을 생성할 수 있고,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구성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상기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본 발명을 제한하
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많은 수정 및 변형이 상기 교시에 의하여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예시된 실시예로 제한되
지 않고,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로부터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리젠스(presense) 서버들 및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단말기들간에 프리젠스 정보를 통신하
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가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presentity)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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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
보로서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구비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는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변경된 프리젠스 정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문서가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지 완전한 갱신의 프
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드 값을 상기 프리젠스 정보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동작 값(action value)을 상기 프리젠스 정보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프리젠스 정보 데이터 포맷(PIDF; Presence Information Data Format)을 이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을 위한 공통 프로
파일(CPIM; Common Profile for Instant Messaging) 사양에 따르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extension)을 생성하여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태 정보 변경을 경험한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문서 튜플(tuple)에 대한 상태 정
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상태 정보 변경을 경험한 튜플의 신규 버전에 대응하는 튜플 버전 표시자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8.

공개특허 10-2005-0055687

- 10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프리젠스 문서 튜플들에 대해 상기 단말기에서 수행된 동작을 식
별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동작 값을 상기 프리젠스 문서 튜플들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문서의 문서 버전을 식별하기 위한 문서 버전 표시자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문서 버전은 상기 단말기에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가 상기 프리젠스 서버와 동기화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단말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정보에의 단말기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에의 단말기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에 대한 단말기 개시된 폴링(polling)
및 단말기 개시된 페칭(fetching) 중 적어도 하나를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
신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에의 단말기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서버에서 개시된 프리젠스 정보 통지에 상
기 단말기를 가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 중 적어도 몇몇이 변경된 경우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몇의 프리젠스 정보에서의 변경을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는 프리
젠스 정보 변경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
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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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는 소정의 이벤트의 발생, 소정의 시간 경과의 발생, 및 소정 시간 중 적어도 하나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에 적어도 하나의 미리 정의된 특성 값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17.

  클라이언트 단말기들에 프리젠스 정보를 통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프리젠티티에 관한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에 의한 사용을 위해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단계;

  (i) 적어도 하나의 튜플(tuple)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튜플은 상기 튜플의 이전 버전들에 대한 상기 튜플의 버전을
나타내는 버전 값을 포함하는 단계;

  (ii)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튜플과 연관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의 완전 세트의 프리젠스
정보의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단계;

  (b)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튜플을 통해 제공된 버전 값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저장된 현재 버전 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

  (d) 상기 튜플을 통해 제공된 버전 값이 신규 프리젠스 정보가 상기 튜플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튜
플과 연관된 프리젠스 정보를 갱신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지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정보가 이전 프리젠스 정보에 비해 변경된 경우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튜플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튜플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튜플의 실행시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지시하기 위
하여 상기 튜플과 연관된 동작 요소(action element)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프리젠스 문서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전송된 다수의 횟수에 대응하는
문서-레벨 버전 값을 포함하는 문서-레벨 버전 요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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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프리젠티티의 프리젠스 정보 세트의 서브세트를 가
지고 갱신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완전 세트의 프리젠스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갱신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드 값을 포함하는 모드 요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튜플과 연관된 요소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명칭 공간 선언(namespace
declaration)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달리 프리젠스 정보 데이터 포맷(PIDF; Presence Information Data Format)을 이용
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을 위한 공통 프로파일(CPIM; Common Profile for Instant Messaging) 사양에 따르는 프리젠스 문
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을 생성하여 상
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
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정보 통지 방법.

청구항 24.

  (a)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감시하는 워처 애플리케이션(watcher application)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의 단말기;

  (b)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스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프리젠스 서버
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i) 상기 워처 애플리케이션이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presentity)를 식별하고;

  (ii)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며;

  (iii)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
스 정보로서 구성하고;

  (iv)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구비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상기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는 단말기의 워처 애플리케이션
에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인식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프리젠스 서버에 접속되는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presentity presence proxy); 및

  상기 단말기 및 상기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에 접속되는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watcher presence proxy)를 포함
하고,

  상기 프리젠티티 프리젠스 프록시 및 워처 프리젠스 프록시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프리젠스 정보 및 프리젠스 문서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인식 시스템.

청구항 26.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들에 접속되는 프리젠스 서버로서,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복수의
단말기들 중 하나 이상에 전송하는 프리젠스 서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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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프리젠티티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프리젠티티들 중의 하나 이상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수
신하도록 인가된 단말기들에 대한 단말기 가입정보(subscriptions)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접속되고, 특정 단말기가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를 식별하며, 상기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
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처리 시스템(processing system)으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상기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한 세트의 프리젠스 정보의 서브세트에 대응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구성되는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처리 시스템에 접속되고,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통해서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가입
단말기에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서버.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스템은 프리젠스 정보 데이터 포맷(PIDF; Presence Information Data Format)을 이용하는 인스턴트 메시
징을 위한 공통 프로파일(CPIM; Common Profile for Instant Messaging) 사양에 따르는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고, 상
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을 생성하여 상기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상기 프리젠스 정보의 구성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서버.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스템은 상태 정보 변경을 경험한 하나 이상의 프리젠스 문서 튜플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서버.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스템은 추가로 상기 상태 정보 변경을 경험한 튜플의 신규 버전에 대응하는 튜플 버전 표시자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서버.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스템은 추가로 상기 대응하는 프리젠스 문서 튜플들에 대해 상기 가입 단말기에서 수행된 동작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동작 값을 상기 프리젠스 문서 튜플들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을 생
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스 서버.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스템은 상기 프리젠스 문서의 문서 버전을 식별하기 위한 문서 버전 표시자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CPIM
PIDF 프리젠스 문서의 확장을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문서 버전은 상기 가입 단말기에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가 상기
프리젠스 서버와 동기화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가입 단말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리젠스 서버.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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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처리 시스템은 상기 프리젠스 문서내에서 상기 가입 단말기에 저장된 프리젠스 정보에 비해 변경된 프리젠스 정보
의 서브세트를 식별함으로써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상기 프리젠스 문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리젠스 서버.

요약

  프리젠티티(presentity)의 프리젠스(presense) 정보에 관한 부분 통지를 통신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통
신은 프리젠스 서버들(210) 및 상기 프리젠스 서버들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단말기들(202)간에 수행된다. 단말기
(202)가 프리젠스 서비스를 요청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티티가 식별된다(700). 프리젠스 문서가 생성되고(702), 상기 프
리젠스 문서는 프리젠티티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젠스 정보는 프리젠티티에 이용가능한 프리젠
스 정보 전체보다 더 적은 것을 포함하는 부분 프리젠스 정보로서 구성된다(704). 부분 프리젠스 정보를 구비하는 프리젠
스 문서는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는 단말기에 전송된다(706).

대표도

도 7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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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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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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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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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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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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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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