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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

스템의 실행 환경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고, 추적하고, 획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프레임워크는 플랫폼

상에서 실행되는 실행가능물에 의한 액세스를 위하여 플랫폼 레벨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 저

장소 및 컨텍스트 플랫폼을 포함한다. 컨텍스트 엔진은 실행가능물로부터, 데이터 저장소에서의 컨텍스트 정보의 설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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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획득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수신할 때,

하나 이상의 실행가능물은 시스템 설정들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이 실행 환경을 변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행 환경을 적응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컨텍스트 정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의 일 실시예에서의 시스템 컴포넌트의 예시적인 아키텍처를 일반적

으로 도시하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의 다른 실시예에서의 시스템 컴포넌트의 예시적인 아키텍처를 일반

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 플랫폼의 다양한 실시예에 포함될 수 있는 컨텍스트 엔진을 위한 시스템 컴포넌

트의 예시적인 아키텍처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

계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

계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

계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요청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컨텍스트 엔진에 의해 진행

되는 예시적인 단계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0: 프로세싱 유닛

202: 실행가능물

210: 데이터 저장소

212: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

214: 실행가능물 컨텍스트 데이터

418: 통지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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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컨텍스

트-인식 플랫폼(context-awareness platform)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사용자는 오랫동안 컴퓨터 시스템이 새롭거나 변경된 컴퓨팅 및/또는 운영 환경에 지능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여 왔다. 종종 복수의 물리적 위치에서 및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다양한 서로 다른 활동들에 대하여 동작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의 사용자들은 보다 더 많이 실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 모바일 컴퓨터 사용자는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세지를 이용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집에 있을 수 있다. 이후에 모바일 컴퓨터 사용

자는 근무중에 미팅을 하는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행할 수 있다. 저녁에는, 모바일 컴퓨터 사용자는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다음날의 비지니스 미팅을 위한 업무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컴퓨터는 어느 한 환경에 대한 구성이 더 이상 관련성이 없어 다른 환경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도, 여전히 이들 서로 다른 환경들 및 사용들 각각에 대하여 유사하게 구성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는 사용자가 가정용 네트워크와 기업용 네트워크 간에 이동하는 경우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변경에 대해 모바일 컴퓨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디폴트 프린터 설정, 디폴트 인터넷 브라우저 홈페이지, 인터넷 브라

우저 프록시 설정, 및 다른 관련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또한 활동에 있어서의 변경에 대해 컴퓨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행할 준비를 하는 사용자는 컴퓨터의 볼륨을 조절하고, 인스턴트 메세지

통지를 끄고, 화면보호기 타임아웃을 끄고, 다른 설정 조절들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컴퓨터가 가정이 아닌 기업에서

의 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계정과는 다른 디폴

트 이메일 계정이 가정에서 친구 및 가족과 통신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팅 환경이

변할 때마다 모바일 컴퓨터를 재구성해야 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이, 물리적 위치, 사용자가 이 물리적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사용자의 활동 등과 같은 컴퓨팅 환

경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고 노출시켜 컴퓨터를 컴퓨팅 환경에 지능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이 컨텍스트 정보가 이

용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균일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고 노출시켜

임의의 실행가능물이 컴퓨터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이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간단히 말하자면, 본 발명은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 환경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고, 추적하고,

획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프레임워크 및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제공된 컴포넌트들 중에는 통합된 데이터 저장

소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설비 및 다양한 실행가능물에 동작적으로 연결된 컨텍스트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저

장소는 컨텍스트 플랫폼 상에서 실행되는 실행가능물에 의하여 액세스를 위한 플랫폼 레벨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함으

로써 컨텍스트 플랫폼에 컨텍스트 정보의 통합된 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 실행가능물 컨텍스트

데이터 및 시스템 컨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유형의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컨텍스트 플랫폼은 컨텍스트 플랫폼의 다양한 부분과 다른 실행가능물 간의 데이터 교환 및 프로그래밍적인 대화를 조정

하기 위한, 이제부터는 컨텍스트 엔진이라 칭할 실행가능물 코드 및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

함할 수 있다.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실행가능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추적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임의의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동작적

으로 연결되어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추적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실행가능물로부터, 데이터 저

장소에서의 컨텍스트 정보의 설정, 추적, 및 획득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컨텍스트 엔진은 컨텍스트 정보를 갱신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고,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요청하였던 실행가능물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이 실행가능물에게 송신할 수 있

다.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수신한 결과로서, 하나 이상의 실행가능물이 시스템 설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실

행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행 환경을 적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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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플랫폼은 유리하게도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 위치, 사용자가 이 물리적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및 사

용자의 활동 등과 같은 실행 환경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고 노출시킬 수 있게 하여, 컴퓨터를 컴퓨팅 환경에 지능적

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이 컨텍스트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컨텍스트 플랫폼은 확장가능하며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개수의 실행가능물을 지원한다. 또한, 컨텍스트 플랫폼은 임의의 사이즈 및/또는

포맷의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이점은 도면에 관련하여 취해질 때의 이하의 상세할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예시적인 운영 환경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예를 나타낸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단지 적

절한 컴퓨팅 환경의 일 예이며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컴퓨팅 환경(100)

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의 임의의 하나 또는 조합에 관하여 임의의 종속성(dependency) 또

는 요구사항(requirement)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은 많은 다른 범용 또는 특수목적 컴퓨팅 시스템 환경들 또는 구성들에서 동작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

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로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hand-held)

또는 랩탑 장치, 태블릿 장치, 헤드리스 서버(headless servers),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시스템,

셋톱 박스(set top box), 프로그램가능한 가전제품(programmable consumer electronics),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

인프레임 컴퓨터, 상기의 시스템 또는 장치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

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된 원격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태스크를 수

행하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국

부 및/또는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의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

터(110)의 컴포넌트들로는,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

넌트를 프로세싱 유닛(120)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21)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

(121)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 주변 버스,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몇 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버스, 인핸스드 ISA(Enhanced ISA; EISA) 버스,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표준 어소시에이션

(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

removable) 매체를 둘다 포함한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컴

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

(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

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구현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

어는 신호 내의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설정 또는 변경시킨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

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

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의의 임의의 조합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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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모리(130)는 ROM(131) 및 RAM(132) 등의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

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110)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

력 시스템(133; BIOS)은 일반적으로 ROM(131)에 저장된다. RAM(132)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120)에 즉시 액세

스할 수 있고 및/또는 프로세싱 유닛(120)에 의해 현재 작동되는 프로그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로서, (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도 1은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

이터(137)를 도시한다.

컴퓨터(110)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지 예로서, 도 1에는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발성 광 디스크(156)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광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가 도시

되어 있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

프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Digital versatile disk),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RAM, 고체 ROM 등을 포함하

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비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

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

스(150)와 같은 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앞서 기술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 및 그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110)를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

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운영 체제

(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이

들 컴포넌트는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와 동일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을 유의한다. 운영 체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

로그램 데이터(147)는 최소한 다른 복사본(different copies)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번호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일

반적으로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라 불리우는 포인팅 장치(161), 키보드(162), 마이크로폰(163), 태블릿 또는 전

자 디지타이저(164)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11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는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또는 바이오메트릭(biometric) 센서, 환경 센서, 위치 센서, 또는

다른 유형의 센터를 포함하는 다른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종종 프로세싱 유닛(120)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포트(USB)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91)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

는 또한 비디오 인터페이스(1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모니터(191)는 또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192)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 터치-스크린 패널 등과 통합될 수 있다. 모니터 및/또는 터치 스크린

패널은 태블릿-유형 퍼스널 컴퓨터에서와 같이, 컴퓨팅 장치(110)가 포함될 수 있는 하우징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을 유의한다. 또한, 컴퓨팅 장치(110)와 같은 컴퓨터는 출력 주변 인터페이스(193) 등을 통해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194)

및 프린터(195) 등의 기타 주변 출력 장치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peer) 장치,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

일 수 있으며, 비록 도 1 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컴퓨터(110)에 관하여 상술한 구성요소 중 다

수 또는 모든 구성요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LAN; 171) 및 원거리 통신망

(WAN; 173)을 포함하지만, 그 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

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

되는 경우,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해 LAN(171)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

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WAN(173)을 통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172)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110)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

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도 1은 메모리 장치(181)에 상주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85)을 도시한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간의 통신 링크를 구축

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될 것이다.

컨텍스트 인식 플랫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은 유리하게도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 위치, 사용자가 이 물리적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및 사용자의 활동 등과 같은 실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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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고 노출시킬 수 있게 하여, 컴퓨터를 실행 환경에 지능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이 컨텍스

트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이용되는 실행 환경은 설치 또는 구성 설정, 실행가능 명령어, 및 운

영 체제 서비스와 같은 실행가능 설정을 의미한다. 후술될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아키텍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 환경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고, 추적하고, 획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프레임워크 및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제공

된 컴포넌트들 중에는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실행가능물들에 의한 액세스를 위하여 플랫폼 레벨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

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 및 컨텍스트 엔진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 실행가능물 컨텍스트 데이터

및 시스템 컨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다양한 시나리오,

흐름도 및 블럭도는 단지 예이며, 본 발명이 적용할 다수의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도 2를 참조해 보면,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 컴포넌트의 예시적인 아키텍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블럭도가 도시된다. 본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라면 도면에 도시된 블럭 내에서 구현된 기능은 개별적인 컴

포넌트들로서 구현될 수 있거나 몇몇의 또는 모든 블럭의 기능이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

다. 예로서, 컨텍스트 플랫폼(204)에서의 컨텍스트 API(206)의 기능은 개별적인 컴포넌트로 구현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컨텍스트 플랫폼(204)은 다양한 실행가능물(202) 및 데이터 저장소(210)와 같은 저장 설비에 동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컨텍스트 플랫폼(204)은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206) 및 컨텍스트 엔진

(208)을 포함할 수 있다. 컨텍스트 API(206)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객체, 제어 또는 다른 실행가

능 코드일 수 있다. 컨텍스트 API(206)는, 예를 들면,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추적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액세스를,

데이터 저장소(210)에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하는 SetContextData, 데이터 저장소(210)의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갱신이

통지되는 TrackContextData, 및 데이터 저장소(210)의 컨텍스트 정보를 검색하는 GetContextData와 같은 호출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컨텍스트 API들이 또한 컨텍스트 정보를 조작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

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커널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링크된 라이브러리, 객체 등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임의

의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일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데이터 저장소(210)에서의 컨텍스트 정보의 설정, 추적,

및 획득과 같은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로부터의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컨텍스트 엔진(208)은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갱신 또는 변경을 통지받는다는 요청들을 추적할 수 있고 추적이 요청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 또는 변경을 수신할 때 실행가능물에 통지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하

여, 컨텍스트 엔진(208)은 데이터 저장소(210)와 같은 다양한 저장 설비에 동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

(208)은 GUID와 같은 고유한 식별자를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나타내는 한 블럭

의 컨텍스트 데이터와 연관시킬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210)는 컨텍스트 플랫폼(204)에서 실행되는 실행가능물에 의한 액세스를 위하여 플랫폼 레벨에서 컨텍스

트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컨텍스트 플랫폼(204)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의 통합된 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

는 컨텍스트 유형을 저장할 수 있다. 컨텍스트 유형은 비트들의 데이터 블럭에 의해 나타나는 컨텍스트 정보의 식별자로서

작용하는 GUID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이용되는 컨텍스트 정보는 위치, 활동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논리적 및 물리

적 실행 환경에 관한 임의의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컨텍스트 정보는 임의의 데이터 유형, 포

맷, 또는 사이즈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컨텍스트 정보는 2진 데이터, 포맷팅된 데이터, 오디오 또는 비디오와 같은 미디어

데이터,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XML, 암호화된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210)에 저장된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 중에서,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212), 실행가능한 컨텍스트 데이터(214) 및 시스템 컨텍스트 데이터(216)

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212)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웹 서핑과 같은 사용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실행가능한 컨텍스트 데이터(214)는 프로그램 설정, 열린 파일들, 등과 같은 실행가능물의 상

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컨텍스트 데이터(216)는 배터리 전력 레벨, 네트워크 접속 등과 같은 하드

웨어 장치의 상태와 같은 시스템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고 및/또는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에 따라서 자신의 컴퓨팅 환경을 적응시키

는 임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커널 컴포넌트, 또는 다른 실행가능물일 수 있다. 실행가능물(202)은 컨텍스트 API

(206)에 동작적으로 연결되어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 추적, 또는 획득하기 위하여 호출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XP 운영 체제를 위한 네트워크 위치 인식(NLA) 서비스는 네트워크 변경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컨텍스트 정보를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에 설정하는 SetContextData API를 호출

함으로써 네트워크 정보를 컨텍스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이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새로운 값을

수신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에 관하여 통지받기 위해 TrackContext API를 호출하였던 실

행가능물을 탐색할 수 있다. 그 다음 컨텍스트 엔진은 이들 실행가능물들에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송신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변경의 통지를 수신한 결과로서, 하나 이상의 실행가능물은 디폴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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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터 설정, 디폴트 인터넷 브라우저 홈페이지, 인터넷 브라우저 프록시 설정, 등과 같은 시스템 설정들을 변경시킬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이 통지되면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행 환경을 적응시킬

수 있다.

도 3은 대안적인 실시예에서의 컨텍스트-인식 플랫폼(context-awareness platform)을 위한 시스템 컴포넌트의 예시적

인 아키텍쳐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2와 관련하여 논의한 시스템 컴포넌트들 외에도, 관리되는 코드

(maneged code)를 사용한 컨텍스트 플랫폼(302)의 구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304)가 컨텍스트 API(206)에 동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관리되는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NET 플랫폼

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CLR(Common Language Runtime)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NET 런타임은 메모리 할당, 메모리 재생, 유형 검사 및 기타 데이터 관련

태스크들과 같은 데이터 관련 태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다. 관리되는 컨텍스트 API(304)는 2개의 정적 메소드 SetContext

및 GetContext와, 실행가능물들이 윈도우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보다는 .NET 상호운영성 어셈블리

(interoperability assembly)를 사용하여 컨텍스트 정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정적 메소드들의 세트를 갖

는 ContextClient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관리되는 컨텍스트 API(304)는 컨텍스트 API(206)에 동작적으로 연결될 수 있

고, 컨텍스트 엔진(208)과 통신하기 위하여 .NET 상호운용성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상기에 설명된 컨텍스트 API(206)를

이용할 수 있다.

SetContext 메소드는 컨텍스트의 유형에 관한 새로운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가능물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컨텍스트의 유형은 메소드에 전달된 객체의 유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컨텍스트 정보를 메소드

에 전달된 객체에 대응하는 GUID에 연관시킴으로써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실행가능물들은 특정 유형의 컨텍스트에

대한 현재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GetContext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컨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GUID를 사용하여, SetContext 메소드에 대한 이전의 호출에 의해 데이터 저장소에 기입될 수 있는 저장된 컨텍스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관리되는 컨텍스트 API(304)는 ContextClient라고 칭해지는 객체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이벤트 메커니즘도 포함할 수

있다. ContextClient는 ContextChanged라는 명칭의 이벤트와, OldContext, NewContext, ContextType, 및 Stale과 같

은 속성들을 갖는 ContextChangedEventArgs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ContextChangedEventHandler라는 명칭의 이벤

트 핸들러를 노출시킬 수 있다. OldContext 및 NewContext 속성은, 이벤트 수신기가 컨텍스트의 상태가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그 컨텍스트의 상태를 결정하여,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ContextType은 이러한 이벤트에서의 객

체들의 유형을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ale 플래그는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했던 실행가능물이 여전히 휘발

성 메모리 내에 상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도 4는 컨텍스트 플랫폼의 다양한 실시예에 포함될 수 있는 컨텍스트 엔진을 위한 시스템 컴포넌트의 예시적인 아키텍쳐

를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메시지 큐로부터 컨텍스트 정보 동작들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고,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들로 데이터 저장소(210)를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 실행가능물들(202)에 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메시지 큐(402), 컨텍스트 메시지 프로세서(404), 컨텍스트 데이터(406), 컨텍스트

통지 큐(414), 컨텍스트 통지기(416), 통지 테이블(418) 및 하나 이상의 통지기 스레드(notifier thread)(42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위하여 실행가능물에 의해 송신된 요청이 메시지 큐(402)에 수신될 때마다, 운

영 체제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컨텍스트 메시지 프로세서(404)를 디스패치(dispatch)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

(208)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메시지들로는, 컨텍스트 데이터(406)에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SetContextData 요

청, 컨텍스트 데이터(406)에서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갱신들을 통지받기 위한 TrackContextData 요청, 및 컨텍스트 데이

터(406)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GetContextData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컨텍스트 메시지 프로세서(404)는 컨텍스트 정보(406)로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다

양한 컨텍스트 정보들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408), 실행가능한 컨텍스트 데이터(410) 및 시스템 컨텍스

트 데이터(412)가 컨텍스트 데이터(406)에 저장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컨텍스트 정보를, 그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데이터 블럭을 갖는 GUID로서 저장할 수 있다. GetContextData 요청이 수신될 때마다, 컨텍스트 메시지

프로세서(404)는 컨텍스트 데이터(406)로부터 요청된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컨텍스트 정보의 사본을 공유

메모리 버퍼나, 온-디스크 파일(on-disk file) 또는 시스템 레지스트리 등과 같은 메모리 맵핑된 파일(memory mapped

file) 또는 기타 공유된 위치에 배치시켜, 실행가능물이 통지를 수신한 때에 그 사본을 판독할 수 있게 한다.

SetContextData 요청이 수신될 때마다, 컨텍스트 메시지 프로세서(404)는 SetContextData 요청 내의 컨텍스트 정보를

컨텍스트 데이터(406)에 추가함으로써 컨텍스트 데이터를 갱신한 다음에, 컨텍스트 정보를 컨텍스트 통지 큐(414)에 배치

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정보는 오래된 컨텍스트 정보, 새로운 컨텍스트 정보, 및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갱신 객체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정

공개특허 10-2006-0086305

- 7 -



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는,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가 하나 이상의 컨텍스트 유형 또는

GUID에 연관지어져 있을 수 있는 통지 테이블(418) 내에 개별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가 컨텍스트 통지 큐

(414)에 배치된 후에, 컨텍스트 통지기(416)가 어웨이크(awake)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통지기(416)는 컨텍

스트 엔진(208)에 의해 대량 생성된 스레드일 수 있다. 컨텍스트 통지기(416)는 컨텍스트 통지 큐(414)로부터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판독하고,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각각의 실행가능물에 통지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통지기(416)는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개개의 실행가능물에 통지하기 위하여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통지 메시지를 비동기식으로 송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통지기 스레드(420)를 대량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기

스레드 상의 임의의 실행가능물에 의한 동기식 블럭은 다른 통지들이 송신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전에 어느

한 실행가능물에 송신된 통지가 완료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임의의 개수의 통지가 실행가능물들에 송신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의 통지를 수신하면, 실행가능물은 공유된 메모리 버퍼 또는 메모리 맵핑된 파일과 같은 공유된 위치

로부터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액세스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컨텍스트 엔진(208)은 컨텍스트 데이터(406) 내의 컨텍스트 정보를 데이터 저장소(210)와 같은 영속적인 저

장소에 기입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통지 테이블(418) 또한 영속적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엔진(208)은 소정의 비활성 기간 이후에는 슬립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슬립 상태가 되기 전에, 컨텍스트 엔진

(208)은 컨텍스트 데이터(406) 및 통지 테이블(418)을 영속적인 저장소에 기입할 수 있다. 비활성 기간의 디폴트값은 예

를 들어 1시간일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예상되는 사용자 활동 지속기간에 적합할 수 있는 다른 기간들도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지속기간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어웨이크된 때에, 영속적인 저장

소로부터 통지 리스트를 판독하여 통지 테이블(418)에 기입하는 것은 물론, 영속적인 저장소로부터 컨텍스트 데이터를 판

독하여 컨텍스트 데이터(406)에 기입할 수 있다.

실행가능물이 다른 실행가능물들에 의해 사용될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할 때마다, 이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엔

진에 설정 요청을 송신할 수 있다. 도 5는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을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첫번째로, 단계(502)에서 컨텍스트의 변경이 탐지될 수 있다. 그 다

음, 단계(504)에서는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라는 요청이 송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 XP 운영 체제용의 NLA 서

비스와 같은 실행가능물은 네트워크 변경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을 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실행

가능물은 네트워크의 컨텍스트 정보를 그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으로 설정하기 위한, SetContextData API를 호출함으로

써, 네트워크 정보를 컨텍스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도 6은 컨텍스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을 일반적으로 도시

하는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첫번째로, 단계(602)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추적하라는 요청이 송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의 디폴트 프린터 설정을 담당할 수 있는 실행가능물은,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

받기 위하여, TrackContextData API를 호출하여, 컨텍스트 플랫폼에 추적 요청을 송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컨텍스트 정

보의 갱신의 통지가 단계(604)에서 수신될 수 있다. 다음으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이 단계(606)에서 획득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앞의 예에서 디폴트 프린터 설정을 담당했던 실행가능물은,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

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고, 공유 메모리 버퍼 또는 메모리 맵핑된 파일로부터 그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컨텍스트 정

보의 갱신의 사본을 검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가능물은 단계(608)에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에 따라 적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디폴트 프린터 설정을 담당했던 실행가능물과 같은 실행가능물은, 디폴트 프린터 설정을 새로운

네트워크 접속에 사용되는 설정으로 변경하는 것 등에 의해,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에 따라 자신의 실행 환경을 적응시킬

수 있다.

도 7은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실행가능물에 의해 진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을 일반적으로 도시

하는 흐름도이다. 첫번째로,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라는 요청이 단계(702)에서 송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디

폴트 홈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실행가능물은 네트워크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GetContextData API를 호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컨텍스트 정보의 통지가 단계(704)에서 수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가능물은 단계(706)에서 획득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브라우저의 디폴트 홈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을 담당했던 실행가능물은 디폴트 홈페이지 설정을 네트워크 접속에 사용되는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도 8은 요청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서의 컨텍스트 엔진에 의해 수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을

일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당업자라면, 한 구현예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단계들을 다른 순서로 수행하거나, 효율성 또는 유연성을 위하여 이러한 단계들의 일부만을 수행하기로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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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것이다. 단계(802)에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이 수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엔진(208)은 실행가능물로

부터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신할 수 있다. 단계(804)에서,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이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라는 요

청인지의 여부가 판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계(806)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된 컨텍스트 데이터의 표현에 컨텍스트 정보

가 추가될 수 있고, 단계(808)에서는 컨텍스트 정보가 컨텍스트 통지 큐에 배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엔진

(208)은 설정 요청 내의 컨텍스트 정보를 컨텍스트 데이터(406)에 추가한 다음에, 컨텍스트 정보를 컨텍스트 통지 큐

(414)에 배치시킬 수 있다.

단계(810)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임의의 실행가능물들은,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

을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서 탐색될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

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는,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들이 컨텍스트 유형 또는 GUID에 연관지어져 있는 통지

테이블(418)과 같은 통지 테이블 내에 개별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

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는 정보들 중에서도 특히 갱신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갱신 객체에 저장될 수 있

다.

단계(811)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 포함되기를 요청한 임의의 실행가능

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판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계(812)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 통지가 송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통지기(416)는 컨텍스트 통지 큐(414)로부터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판독할 수 있고,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각각의 실행가능물에 통지 메

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컨텍스트 통지기(416)는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개개의 실행가능물에 통

지하기 위하여,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통지 메시지를 비동기식으로 송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통지기 스레드(420)를 대

량 생성할 수 있다.

단계(812)에서 이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 통지가 송신되고 난 후, 또는 단

계(811)에서 이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 포함되기를 요청한 임의의 실행가능물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단계(814)에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이 영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엔진(208)은 컨텍스트 데이터(406)에서의 갱신된 컨텍스트 정보를 데이터 저장소(210)와 같은 영속적인 저장소에 주기적

으로 기입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컨텍스트 엔진(208)은 소정의 비활성 기간 이후에 슬립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컨텍

스트 데이터(406)를 영속적인 저장소에 기입할 수 있다. 갱신된 컨텍스트 정보가 영속적으로 저장된 후, 프로세싱은 종료

될 수 있다.

단계(804)로 되돌아가서,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이 설정 요청이 아닌 경우, 단계(816)에서는,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이 컨텍스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요청인지의 여부가 판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계(818)에서, 컨텍스트 정보의 갱

신을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가 갱신될 수 있다. 다음으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갱

신된 리스트가 단계(820)에서 영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엔진(208)은 통지 테이블(418)에서의 갱

신된 실행가능물 리스트를 영속적인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기입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엔진(208)은 다른

정보들 중에서도 특히 갱신된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갱신 객체에서의 갱신된 실행가능물 리스트를 영속적인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기입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208)은 소정의 비활성 기간 이후에 슬립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실시예

들에서의 갱신된 실행가능물 리스트를 영속적인 저장소에 기입할 수 있다. 통지받을 실행가능물들의 갱신된 리스트가 영

속적으로 저장된 후에, 프로세싱은 종료될 수 있다.

단계(816)로 되돌아가서,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이 추적 요청이 아니었다면, 단계(822)에서, 수신된 컨텍스트 정보 동

작이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라는 요청인지가 판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계(824)에서 컨텍스트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 엔진(208)은 컨텍스트 데이터(406)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서, 컨텍스트 엔진(208)은 데이터 저장소(210)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826)에서,

컨텍스트 정보가 요청자에게 송신될 수 있다. 획득 요청을 송신한 실행가능물에 컨텍스트 정보를 송신하고 난 후, 프로세

싱은 종료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의의 실행가능물이 획득 요청을 송신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컨텍스트 정보를 수신

할 때마다,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받기를 요청한 실행가능물들의 리스트에 통지가 송신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이 실행환경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고 노출시킬 수 있게 하

여, 컴퓨터를 실행 환경에 지능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이 컨텍스트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실행가능물은 단

일 항목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거나, 여러 항목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 환경을 적응

시킬 수 있다. 또한,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이용가능한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여 실행 환경을 적응시

키기 위하여, 다른 실행가능물들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여러개의 실행가능물들과 관련되어 동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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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정보는 플랫폼 레벨에서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에 통합되어, 플랫폼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임의의 실행가능물이

컴퓨터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적응시켜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인식 플

랫폼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아키텍쳐는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 추적 및 획득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를 갖는 프레임워크 및 컴포넌트들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시스템 및 프레임은 확장가능하다.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

터, 실행가능물 컨텍스트 데이터 및 시스템 컨텍스트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컨텍스트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컨텍스

트 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개수의 실행가능물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 및 방법은 동시대의 컴

퓨팅에 필요한 중요한 이점 및 이득을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이 다양한 수정과 대안적인 구성들을 허용하긴 하지만, 본 발명의 특정 예시된 실시예들이 도면에 도시되어 있으며

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을 개시된 특정한 형식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반대로 본 발명의 취

지 및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정, 대안적인 구성 및 등가물들을 포괄하도록 의도되다고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실행 환경을 적응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인식 플랫폼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 환경에 관한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고, 추적하고, 획득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를 가지는 프레임워크 및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제공된 컴포넌트들 중에는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를 포함하는 데이

터 저장 설비 및 다양한 실행가능물에 동작적으로 연결된 컨텍스트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는 컨텍스트 플

랫폼 상에서 실행되는 실행가능물에 의하여 액세스를 위한 플랫폼 레벨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컨텍스트 플랫

폼에 컨텍스트 정보의 통합된 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 실행가능물 컨텍스트 데이터 및 시스템

컨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유형의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컨텍스트 플랫폼은 컨텍스트 플랫폼의 다양한 부분과 다른 실행가능물 간의 데이터 교환 및 프로그래밍적인 대화를 조정

하기 위한, 이제부터는 컨텍스트 엔진이라 칭할 실행가능물 코드 및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

함할 수 있다.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실행가능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추적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임의의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동작적

으로 연결되어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거나, 추적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컨텍스트 엔진은 실행가능물로부터, 데이터 저

장소에서의 컨텍스트 정보의 설정, 추적, 및 획득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컨텍스트 엔진은 컨텍스트 정보를 갱신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고,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요청하였던 실행가능물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이 실행가능물에게 송신할 수 있

다.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수신한 결과로서, 하나 이상의 실행가능물이 시스템 설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이 실

행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행가능물은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행 환경을 적응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행가능물에 컨텍스트(contex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동작적으로 연결된 컨텍스트 컴포넌트 - 상기 컨텍스트 컴포넌트는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호출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가짐 - ,

상기 컨텍스트 컴포넌트에 동작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요청된 상기 컨텍스트 정보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한 컨텍스트 엔진, 및

상기 컨텍스트 엔진에 동작적으로 연결되어 컨텍스트 정보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

공개특허 10-2006-0086305

- 10 -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호출될 수 있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라고 요청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호출될 수 있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컨텍스트 정보에서의 변경을 획득하라고 요청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

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호출될 수 있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컨텍스트 정보의 변경을 추적하라고 요청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하

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엔진은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요청된 상기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컨텍스

트 메세지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엔진은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통지 메세지를 송신하기 위한 컨텍

스트 통지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엔진은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통지 메세지를 비동기식으로 송신

하는 통지기 스레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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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는 기기 상태, 애플리케이션 상태, 및 사용자 활동의 컨텍스트 정보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

한 데이터 저장소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기재의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를 구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단계,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단계, 및

기기 상태, 애플리케이션 상태, 및 사용자 활동의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설정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추척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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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의 갱신을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통지 메세지를 비동기식으로 송신하기 위한 통지 스레드

를 대량 생성(spawn)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기기 상태, 애플리케이션 상태, 및 사용자 활동의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

를 영속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된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명령어를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실행 환경을 변경시키도록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0항 기재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구비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실행가능물들에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컨텍스트 정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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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 상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상태, 및 사용자 활동의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된 데이터 저장소에 상기 컨텍스트 정보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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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6-0086305

- 15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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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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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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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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