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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래

심사관 : 오제욱

(54)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절충 정보를 갱신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이동국(12)과, 콘텐트(16)를 가진 서비스 제공자(14)사이에서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을 실행하는 통신 시

스템에서, 성능 절충을 갱신하는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이동국(12)은 콘텐트(16)가 전달될 수 있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

(14)에게 제공될 성능 절충 정보를 갖는다. 편집 애플리케이션(18)은 서비스 제공자(14) 네트워크에 상주한다. 이동국(12)

으로의 콘텐트의 전달 전에, 편집 애플리케이션(18)은 이동국(12)으로 다운로딩되고, 서비스 제공자(14)로부터 이동국

(12)으로의 콘텐트(16)의 적절한 전달 및 제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 임의의 변화들로 성능 절충 정보를 갱신하도록 인스톨

되고 실행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편집 애플리케이션, 성능 절충 정보, 프롬프트 프로그램, RDF(자원 서술 포맷) 파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자바(Java)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들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폰들과 같은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은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 현재, 무선 디바이스들은 인

터넷 웹 페이지들을 다운로딩할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할 성능을 가진다. 3GPP TS 22.057, 제

3 세대 파트너쉽 프로젝트; 기술적 명세서 그룹 서비스들과 시스템들 측면들; 모바일 실행 환경(MExE); 서비스 서술; 스테

이지 1(릴리스 4), 버젼 4.0.0,(2000-10)(3GPP TS 22.057,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s Aspects; Mobile Execution Environment(MExE); Service description;

Stage 1(Release 4), version 4.0.0,(2000-10))과, 3GPP TS 23.057, 제 3 세대 파트너쉽 프로젝트; 기술적 명세서 그룹

단말기들;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 기능적 서술; 스테이지 2(릴리스 4), 버젼 4.0.0,(2000-12)에서 발견

될 수 있는,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 표준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의 이동국(예를 들어, 셀룰러 폰)과 인

터페이싱하는 시스템을 규정하는 발전하는 표준이다.

이러한 상호작용하는 성능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동국사이의 콘텐트 또는 실행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전달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재 이동국들(예를 들어, 셀룰러 폰들)에서 이용가능한 디스플레이 크기들과 성능들은, 이동국이 콘텐트를 적절

하게 보거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트를 수정해야만 하도록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국 성능에 의존하여, 애플리케이션들을 업그레이딩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타겟팅(target)할 수 있

다. MExE 시스템은, 이 분야에서 공지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모바일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 통신 시스템상

에서 동작가능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 알려진,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Wireless Application Protocols)(WAP)에

대해 이용된 것과 유사한 하이퍼텍스트 전달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HTTP)을 이용한다. 양 시스템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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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또한 새로운 범용 모바일 원격통신 시스템(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UMTS)에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WAP가, 텍스트 및 그래픽들과 같은, 성능들의 특정한 서브세트로 동작하는 경우에, MExE는 풀 자바(full Java),

자바폰(JavaPhone) 또는 개인용 자바(personal Java)(pJav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의 서브세트를 허용한다.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의 구현은 이동국에서 증가된 메모리 및 프로세싱 요구조건들을 요구한다. 부가하면, 풀 페이지 인터

넷 웹 페이지들은 기존의 이동국들의 디스플레이들상에서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MExE 시스템

은 성능 및 콘텐트 절충(capability and content negotiation)을 제공하고,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 및 이동국은 서로에게 콘

텐트, 지원(support) 및 각자가 이용가능하게 가지고 있는 성능을 알린다. 이동국이 적절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해, MExE 표준은, 예를 들어, 풀-플레지드 자바 기능성(full-fledged Java functionality) 또는 단지 WAP 기능

성의 성능과 같은, 이용가능한 성능을 규정하는 "클래스마크들(classmarks)"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동국은 콘텐트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전달 전에 성능 절충들 동안 서비스 제공자로의 콘텐트 전달을 위한

이용자의 선호들(user preferences)과 성능들(capabilities)을 표시할 것이다. 이용자 선호들은 이용자 프로파일에 포함

되어 있다. 성능 절충은 필요한 성능 및 이용자 선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동국 사이의 자원 서술 구성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RDF)의 전달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RDF 파일은, 착탈가능한 가입자 식별 모듈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SIM)상에서, 또는 이동국에 의해 포인팅될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균일한 자원 위치기)에서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상에서 이격되어, 이동국에 저장된다. RDF 파일은, 헤

더들 및 다른 식별자들을 따라 콘텐트 포맷을 포함하는, 이동국의 성능들의 서술을 포함하며,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바

와같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완전한 성능 절충들을 이동국이 구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RDF 파일은 또한, 이동국 및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들에 적합하게 콘텐트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

용자 프로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이용자 프로파일은 또한, RDF와 다른, 파일 타입에 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성능 및 이용자 선호들은 종종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이제 전화에서 전화로 그들의 SIM 카드를

단지 이동시킴으로써 이동국들을 변경할 수 있다. SIM 카드가 RDF 파일을 운반한다면, 부정확한 성능 정보가 서비스 제공

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부가하면, 이용자는 이동국에 대한 완전히 상이한 이용자 선호들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이용자 프

로파일을 변경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들 갱신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동국에 상주하는 편집 소프트웨어를 요구한다. 애석하

게도, 이동국은 메모리 자원들을 제한하였고, 그와같은 편집 소프트웨어는 매우 자주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동국에서

메모리 이용 비효율들을 발생시킨다.

필요한 것은, MExE 환경에서 실행하며, 성능들 및 이용자 선호들을 변경하면서, 이동국에서 메모리 자원들을 더 잘 이용

하는 방법 및 장치이다. 또한, 이동국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적으로 다운로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이동국에

서 특정한 타겟 프로세서들을 위한 리컴파일레이션(recompilation)에 대한 필요성 없이 국부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실

행할 수 있는 이동국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리컴파일레이션에 대한 필요성 없이 이동국이 편집 소프트웨어

를 다운로딩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MExE 환경을 실행하는 이동국에서 메모리 자원들을 자유롭게 하는(free up)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

은 바람직하게는, 이동국 내의 특정 타겟 프로세서들을 위한 리컴파일레이션에 대한 필요성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이동국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적으로 포팅(porting)할 kJava VM(virtual machine; 가상 기계) 환경을 이용한

다. 특히, 이동국은 RDF 파일에서 이용자 선호들과 성능 절충 정보(capability negotiation information)를 편집하기 위해

(다른 메모리 자원들을 처리할) 리컴파일레이션에 대한 필요성 없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편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

고 실행할 수 있다. 편집 소프트웨어는 성능 절충들에 불필요한 다른 정보 및 헤더들을 제거하거나 이용자 선호들을 규정

하기 위해 RDF 파일을 분석(parse)하는 분석 프로그램(parsing program)을 포함한다. 일단 RDF 파일이 편집되면, 편집

소프트웨어가 삭제되고, 그에 의해 메모리에서 약 70 kbytes를 열게(open up) 된다.

본 발명은 명세서에 서술된 양호한 실시예들로부터 벗어난 응용을 가질 것이고, 본 발명을 단지 예시하고 서술하기 위해

서술이 제공되며, 이것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본 명세서는 신규한 것으로 간주되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규정하는 청구항들로 결말을 짓지만, 본 발명은 도면들과 연결된 다음의 서술을 고려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라

믿어지며, 여기서 같은 참조 번호들이 다음으로 진행된다. 본 발명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선전화는 무선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파들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디바이스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전화는 휴대용이고, 수신 및 전송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서로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무선 또는 유선인, 임의의 통신 디바이스에 동등하게

적응가능하다.

등록특허 10-0597078

- 3 -



본 발명의 개념은 데이터 전달을 가진 임의의 전자 제품상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통신 디바이스의

무선전화부는 개인 통신을 위해 적응된 셀룰러 무선전화이지만, 또한 페이저(pager), 코드없는 무선전화, 또는 GSM 무선

전화일 수 있다. 무선전화부는 그 기술분야에 공지된 GSM, WCDMA 또는 DCS 표준들과 같은 공지된 디지털 통신 표준,

또는 현재 개발중인 미래의 디지털 통신 표준들에 따라 구성된다. 무선전화부는 일반적으로 무선 주파수(RF) 전송기, RF

수신기, 메모리,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무선전화부는 또한 페이징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페이저와 같은, 셀룰러 폰, 쌍방향 무선 또는 선택적 무선 수신기(two-way radio or selective radio receiver)로

통합되는 전자제품은 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의 통신 디바이스로 통합될 수 있다.

많은 타입의 디지털 통신 디바이스들이 본 발명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예로서, 통신 디바이스는 이 분야에 알려

진 종래의 셀룰러 무선 트랜시버 회로를 갖는 셀룰러 폰에서 구현되며, 간단함을 위해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셀

룰러 전화는 콤팩트 하우징(compact housing)에 집적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들 및 프로세서들과 같은 (또한 간단함을 위

해 나타내지 않은) 종래의 셀룰러 폰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본 발명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싱 및 디지털 프로세싱 회로를

더 포함한다. 각각의 특정한 유선 또는 무선 디바이스는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는 기회들과 각각의 응용에 대해 선택된 수

단을 제공할 것이다. 본 발명은 하기에 서술된 디지털 셀룰러 전화의 GSM 또는 DCS 버젼에서 가장 잘 이용되는 것이 기

대된다.

일련의 특정 실시예들이, 추상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제시되며, 이것은 본 발명의 기본적 내용의 응용을

예시한다. 상이한 실시예들이 특정 예들로서 포함될 것이다. 그 각각은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방법 및 장치의 의도적인 수정

또는 그에 대한 부가를 제공한다.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은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이동국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규정한다. 특히,

3GPP TS 23.057, 제 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기술적 명세서 그룹 단말기들;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

기능적 서술; 스테이지 2(릴리스 4), 버젼 4.0.0,(2000-12), 섹션 4.7은 이동국 성능들 및 이용자 선호들의 전달을 서술하

며, 이것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통합되어 있다.

의미있는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 즉 이동국이 전달된 정보를 양호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이용 및 제시할 수 있기 위해, 서

비스 제공자 및 이동국은 서로의 성능 및 이용가능한 콘텐트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동국사이의 성능

절충으로 달성되고, 부가적으로는 콘텐트 절충에 의해 달성된다. 특징적인 성능들은 클래스마크, 스크린 크기, 컬러 성능,

오디오 및 비디오 성능, 문자 정보, 해상도, 소프트웨어 지원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선호는 성능

절충들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성능 절충은 이동국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국이 특정한 URL(균일한 자원 위치기)로

부터 콘텐트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동국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어드레싱할 것이고, 이동국은 모바일이

어떤 성능들 및 선호들을 가지는지를 전달할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는 제시할 콘텐트를 조건에 맞출 것이다. 반면에, 서비

스 제공자가 이동국으로 다운로딩될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는 이동국을 어드레싱할 것이

고, 적절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이동국에게 어떤 성능들 및 선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일반적으

로, 성능 절충 및 어드레싱은 이 분야에 알려진 짧은 메시징 서비스(Short Messaging Service)(SMS)를 이용하여 실행된

다.

통상적으로, 성능 절충은 이동국의 성능들 및 선호들의 서술을 포함하는 RDF(자원 서술 구성)의 전달을 포함한다. RDF 파

일은 RDF 파일내의 임의의 특정 조각의 정보가, 신택스에 따라 파일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히 얻어질 수 있도록 특정 신택

스로 구성된다. 이런 방식으로, RDF는 성능들 및 이용자 선호들을 갱신하도록 용이하게 편집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

이동국은 적절한 성능 및 이용자 선호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편집하도록 RDF 파일을 분석할 상주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래밍 구현을 위해 크기가 70 킬로바이트이며, 이동국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애석하게도, 편집 프로그램을 이동국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비휘발성 메모리 자원들을 소비한다. 특히, 편집 프

로그램은 성능들 또는 이용자 선호들을 변경하도록 단지 때때로 이용되며, 대부분의 시간에 아이들 상태(idle)에 있게 된

다. 이동국들이 유한한 메모리 자원들과 그 메모리를 위해 경쟁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지는 만큼, 이것은 메모리

자원들을 낭비하는 것이다. 비휘발성 메모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도 이동국상에서 편집 프로그

램이 상주하게 하면서 더 제한된다.

본 발명은,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이동국 대신에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상에 상주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만 이동국에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딩함으로써, 이동국 메모리 자원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동국에서 메모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편집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성을 유지 및 업그레이드하고, 각각의 이동국에서 편집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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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들을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딩하는 대신에 업그레이딩된 버젼이 모든 이동국들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편집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는, 상주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분의 메모리 자원

들을 요구하면서, 실행전에 편집 애플리케이션의 리컴파일레이션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선 마이크로시스템으로부터의

자바 2 마이크로 에디션(J2ME) kJava VM(가상 기계) 환경의 최근의 도입은, 실행가능한(컴파일링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운로딩되고, 메모리에 상주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메모리 자원들을 이용하지 않고서 이동국들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허용한다. J2ME 환경은 kJav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로 기입된 임의의 애

플리케이션이 kJava VM을 실행하는 임의의 디바이스로 이식되는 것을 허용하고, 따라서, 이용될 편집 애플리케이션의 이

식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버젼을 제공하며, 본 발명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장점을 더 제공한다.

실제적으로, 본 발명은 RDF 파일 콘텐트들의 동적 확인(dynamic verification)이 요구될 때 구현된다. 예를 들어, GSM 이

동국에서 이용자는 SIM 카드상에 저장된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RDF 파일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이용자가 그때 SIM 카드

를 제거하고, 그것을 새로운 이동국에 인스톨하고, 성능 요청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신된다면, RDF 파일의 콘텐트들은

이동국에 의해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이동국이 상이한 스크린 크기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RDF 파

일 콘텐트들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은, RDF 파일을 이해/분석해야 할 것이고, 이동국 성능들을 동적으로 체크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기 전에 RDF 파일을 갱신할 수 있는, 이동국상의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할 것이다. 바람직하

게는, 이러한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J2ME/kJava로 기입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딩되고 인스톨되고 필요할 때 이동

국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상에 이격되어 저장된다. RDF 파일이 갱신된 후에, 편집 애플리케이

션은 메모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동국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모바일 상주 편집 프로그램(mobile resident editing program)에 대신하여, 그리고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국은, 언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RDF 전달 요청이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기 전에 RDF 파일을 적절하

게 갱신하게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이동국에 다운로딩되도록 할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훨씬 더 작은 상주 프롬프트 프로

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후에, 이동국은 메모리를 재이용하도록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옵션을 갖는다. 성능 절충은

빈번하지 않은 이벤트이므로, RDF 파일을 편집하는 것(즉, RDF 파일을 갱신하기 전에 편집 파일을 다운로딩하는 것)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시간은 통상적인 이동국에서 비휘발성 메모리의 약 3% 또는 약 70 kbytes의 메모리 절약의 가치

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성능 절충 갱신을 나타내는 통신 시스템의 간략화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성능 절충을 갱신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예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으로 실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절충 정보를 갱

신하는 장치(10)를 서술한다. 장치는 메모리를 가진 이동국(12)을 포함한다.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14)는, 예를 들어

URL로부터 이동국(12)으로, 인터넷 웹 페이지와 같은, 콘텐트(16)를 제공하는데 이용가능하다. 이동국(12)은 또한 이동

국(12)의 성능들을 규정하도록 서비스 제공자(14)에게, RDF 파일(20)의 형태로, 성능 절충 정보를 제공한다. 성능 절충 정

보(RDF 파일)는 콘텐트의 포맷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국을 도우며, 서비스는 이동국에서의 적절한 제시를 위한 포맷으로

콘텐트의 전달을 절충하는 것을 제공한다. 이용자 프로파일(24)에 포함된 이용자 선호들은 또한 콘텐트 전달을 향상시키

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용자 프로파일은 RDF 파일내에 포함되거나 개별 파일에서 제공될 수 있다.

RDF 파일(20)은 이용자 프로파일(24)에 따라 이동국(12)에 상주할 수 있고, 제거가능한 SIM 카드(도시되지 않음)에 포함

될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14)상에 이격되어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새로운 측면은 이동국에서 풀-타임으로 상주하는 대신에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14)에 상주하는 편집 애플리

케이션(18)을 갖는다.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성능 절충 정보를 해석하고(즉, RDF 파일을 분석하고), 업그레이드들을 제공

하도록 이동국에 의해 이용된다. 바람직하게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kJava VM 환경에서 J2ME와 같은, 자바 성분으로서

구현되고, 이동국 성능들과 이용자 선호들에서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동적으로 다운로딩되고 인스톨

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식성을 제공하며, 이것은 예를 들어 RDF 파일의 형태로 성능 절충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서비

스 제공자 네트워크(14)를 통한 콘텐트(16)의 이동국(12)으로의 전달 전에, 편집 애플리케이션(18)은, 서비스 제공자 네트

워크(14)로부터 이동국(12)으로 그 후에 다운로딩되는 성능 절충 정보(20)를 갱신하도록, 이동국(12) 메모리로 다운로딩

되고, 인스톨되고, 실행된다. 이것은 적절한 성능 절충 정보(20)가 원하는 포맷으로 서비스 제공자(14)로부터 이동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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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콘텐트(16)의 적절한 전달 및 제시를 가능케 하도록 결정될 수 있게 행해진다.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성능 절충 정

보를 갱신하는데 이용된 후에, 이동국은 메모리 자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메모리로부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들 라인들을 따라, 이동국은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리컴파일레이션 없이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로부터 임의의 이식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다운로딩하고 인스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동국이 kJava VM 환경을 실행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장치(10)는 이동국(12)에 상주하는 프롬프트 프로그램 (22)을 포함하고, 여기서 이동국(12)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14)로의 성능 절충 정보(20) 또는 이용자 프로파일(24)의 전달 전에, 프롬프트 프로그램(22)은 서

비스 제공자 네트워크(14)가 편집 애플리케이션(18)을 이동국(12)에 다운로딩하게 한다. 이 시점에서, 이동국(12)은 성능

절충 정보(20) 또는 이용자 프로파일(24)을 갱신하도록 편집 애플리케이션(18)을 인스톨 및 실행할 수 있다. 편집 애플리

케이션의 부분은 절충 정보의 적절한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RDF 파일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또한,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으로 실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절충들을

제공하는 방법(30)을 제공한다. 본 방법은, 성능 절충 정보와 메모리를 구비한 이동국, 및 상주하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구비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제 1 단계(32)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단계(32)는 메모리에 상주하

는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더 바람직하게는, 이동국은 kJava VM 환경을 실행하여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자 네트

워크는, URL로부터의 인터넷 웹 페이지와 같은, 콘텐트의 이동국으로의 전달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34)는 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이동국으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포팅(port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것은 프롬프트 프로그램으

로부터의 프롬프트시에 발생한다. 포팅 단계(34)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딩하고 인스톨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포팅 단계(34)가 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이식성을 제공하는 자바 성분으로서

구현된다. 다음 단계(36)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성능 절충 정보의 편집(예를 들면, 분석)을 포함한다. 다음 단계(38)

는 콘텐트에 대한 동의된 전달 포맷에 도달하기 위해 편집 단계(36)로부터 적절한 편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국과 서비

스 제공자 네트워크사이의 성능들을 절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단계(40)는 이동국에서의 적절한 제시를 위해 절충된

포맷으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국에 콘텐트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다른 단계는 이동국에

서 메모리 자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편집 단계 이후의 임의의 시점에서 이동국의 메모리로부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제

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필요할 때 리컴파일레이션 없이,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로부터 이동국으로 단지 편집 애플리케이션만이 아닌

임의의 이식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다운로딩하고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계들을 또한 포함한다는 것이 유의되어

야 한다.

전술된 실시예들이 상기에 상술되었지만, 서술된 본 발명은 서술된 실시예들 이외의 응용들을 갖는다는 것이 이 분야의 숙

련된 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대안들, 수정들 및 고안된 변화들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

항들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는 점이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obile Station Application Execution environment)(MExE)으로 실행하는 통신 시스템

에서 성능 절충 정보(capability negotiation information)를 갱신하는 장치로서,

메모리를 가진 이동국;

상기 이동국에 콘텐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상기 이동국에 의해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제공될 성능 절충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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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상기 이동국으로의 콘텐트의 전달 전에,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콘텐트의 적절한 전달 및 제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 임의의 변화들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를 갱신하도록, 상기 이동국으로 다운로딩되고, 인스톨되며, 실행되는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kJava VM 환경을 실행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이식성(portability)을 제공하는 Java 성분으로서 구현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RDF(resource description format)(자원 서술 포맷) 파일이고,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RDF 파일을 편집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이용자 선호들(user preferences)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상주하는 프롬프트 프로그램(prompt program)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로의 상기 성능 절충 정보의 전달 전에, 상기 프롬프트 프로그램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가 상기 편집 애

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국에 다운로딩하게 하며, 다운로딩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성능 절충 정보를 갱신하도록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 및 실행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이용자 선호들과 이동국 성능들의 그룹 중 하나에서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동

적으로 다운로딩, 인스톨 및 실행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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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성능 절충 정보가 갱신된 후에 메모리로부터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성능 절충 정보 갱

신 장치.

청구항 9.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으로 실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절충들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메모리 및 그에 상주하는 kJava VM 환경(가상 기계(virtual machine))을 가진 이동국;

상기 이동국에 콘텐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상기 이동국에 의해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제공될 성능 절충 정보;

상기 이동국에 이식가능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편집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이동국에 상주하는 프롬프트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의 상기 성능 절충 정보의

전달 전에,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가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국에 다운로딩하게 하며, 다운로딩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상기 이동국으로의 상기 콘텐트의 적절한 전달 및 제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 상기 성능

절충 정보를 갱신하도록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 및 실행하는, 상기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이식가능성을 제공하는 Java 성분으로서 구현되는, 성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RDF(자원 서술 포맷) 파일이고,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RDF 파일을 분석(parse)하는, 성

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이용자 선호들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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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이용자 선호들 및 이동국 성능들의 그룹 중 하나에서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동적

으로 다운로딩, 인스톨 및 실행하는, 성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콘텐트의 전달 이후에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메모리로부터 제거하는, 성

능 절충 제공 장치.

청구항 15.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MExE)으로 실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절충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성능 절충 정보와 메모리를 구비한 이동국, 및 상주하는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구비하고, 콘텐트를 상기 이동국에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포팅(porting)하는 단계;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성능 절충 정보를 편집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과 상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사이에서 성능들을 절충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국에서 제시를 위해 적절한 포맷으로 콘텐트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이동국 메모리에 상주하는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포팅 단계는 상기

프롬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프롬프트시에 발생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포팅 단계에서,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은 이식성을 제공하는 Java 성분으로서 구현되고, 상기 제공 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kJava VM 환경을 실행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에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RDF(자원 서술 포맷) 파일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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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에서, 상기 성능 절충 정보는 이용자 선호들을 포함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 단계이후에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이동국의 메모리로부터 상기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성능 절충 제공 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9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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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59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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