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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들은 유저를 정의하는 정보의 수집에 의해 자신 스스로의 페르소나들을 정의할 수 있다. 가
입자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들)을 자신의 친구들 및 관련인들의 핸드폰에 설정할 수 있고, 가입자의 접속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주소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유저는 다른 유저들에게 표현되는 다른 페르소나를 특정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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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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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 전화기의 사용자들에게 인격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링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이 사용자와 통신할 때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용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용자 콘택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정보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메일 주소, 사용자 전화번호, 사용자의 물리적 주소들, 사용자의
생일, 즉석 메신저의 사용자 식별자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격화 정보는 사운드가 포함된 또는 포함되지 않은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전화기에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엔티티 매니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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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전화기 데이터 스토어내에 인격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스토어내에 인격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동기화 서버와 통신하는 동기화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인격화 정보를 위한 전화기 표시부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으며 인격화 정보를 갖는 데이터 스토어와 ID 관
리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진보된 신원확인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적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메디아 저작권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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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관련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통신 프로토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인격화 정보의 적어도 2개의 서브세트들을 포함하며 제 1 서브세트는 제 1 사용자에게 제
공되며 제 2 서브세트는 제 2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들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입자 페르소나(persona)를 설정하는 단계; 및
또 다른 가입자로부터의 호출이 상기 디바이스에서 수신된 때에, 상기 페르소나의 적어도 일부분을 디바이스에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무선 디바이스의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페르소나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와 연관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하는 단계는, 가입자 콘택 리스트와 사용자 콘택 리스트 사이의 콘택 정보를 매칭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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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하는 단계는, 사용자 디바이스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상기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출력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하는 단계는, 제 1 사용자 디바이스로 제 1 페르소나를 다운로드하고 제 2 사용자 디바이스로
제 2 페르소나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페르소나 내에서 정의된 것처럼 상기 디바이스가 호출을 수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호출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상기 또 다른 가입자의 디바이스를 제어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32.
사용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입자 페르소나 정보의 저장을 유지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페르소나 정보는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들과 구분한다 -; 및
가입자들 사이에서 설정된 관계에 기반하여 페르소나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진보
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페르소나 정보를 표시하도록 무선 디바이스들에게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베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에 대해 과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가입자들을 위한 가입자 계정들을 설정하고 가입자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페르소나를 수신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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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페르소나들을 설정한 가입자들 사이에서 링크들을 설정하고 상기 링크에 기반하여 기초된 페르소나들
을 배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디폴트 페르소나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메일 주소들, 전화번호들, 물리적인 주소들, 생일, 즉석 메신저의 사용자 식별자들, 영화, 링톤, 이미
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페르소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
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페르소나 정보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GPS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선택가능한 입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단계는, 페르소나 정보를 번역하고 제 2 가입자의 페르소나
정보에 기초하여 제 1 가입자의 전화를 제어하도록 제 1 가입자의 전화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진보된 호출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3.
적어도 하나 이상인 다른 가입자들의 인격화 정보의 저장소;
인격화 정보를 전화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입자 전화기의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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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엔티티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전화기 데이터 스토어의 인격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스토어의 인격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동기화 서버와 통신하는 동기화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인격화 정보를 위한 전화기 표시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51.
복수의 가입자들에 대한 인격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
배포 시스템 관리 어플리케이션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통신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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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페르소나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메디아 저작권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4.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5.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관련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6.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SyncML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7.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8.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인격화 정보에 대한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세트를 포함하며, 제 1 서브세트는 제 1 사용자
에게 제공되며 제 2 서브세트는 제 2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9.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메디아 트랜스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메디아 트랜스코더는 포맷 변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61.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메디아 트랜스코더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기초하여 메디아 포맷을 선택하는 포맷 선택 엔진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명세서

-8-

공개특허 10-2007-0038462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4년 5월 12일에 "Communication Network Identification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570,409호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상기 출원의 전체 개시내용을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통합된다.
본 발명은 셀룰러 텔레폰 네트워크(cellular telephone network)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저들이 다른 개인들에게 자
신의 인격화 표시(personalized representation)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전화기는 카메라, 주소록, 달력 및 게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며 더욱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많은 전화기들은
개발자들에 의해 전화기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되도록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 및 메모리를 포함한다. 최근 전화기는 폴리포닉 링톤(polyphonic ringtone), MP3 파일, MPEG, AVI 및
QuickTime movie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또한 촬영하거나 전화기로 다운
로드 받은 사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무선 전화기는 무선 액세스 프로토콜(Wireless Access Protocol, WAP)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SMS
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무선 전화기의 유저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기를 통해
WAP으로 인에이블된 컨텐츠를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제공자들은 유저가 WAP 브라우저를 통해 이메일 메시지 계정
(account)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또는 직접 유저의 전화기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다. SMS는 유저가 직접 전화기에 간략한 텍스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메시지는 전화기 상에 실제 저장될
수 있지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메모리 중 매우 작은 부분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SMS 내에 첨부물을 운용하기 위한 시
도는 유용하지 않다.
최근, 전화기는 데이터를 조정(manipulate)하기 위해 캐리어 네트워크(carrier's network)를 통해 데이터 접속을 이용할
만큼 강력해졌다. 예를 들어, 캐리어 네트워크의 유저는 자신의 전화기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특정 폰 어
플리케이션을 둘러보고 다운로드하며,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리서치 인 모션스 블랙베리 장치(Research In
Motion's Blackberry device)와 같은 무선 전화기와 결합하는 장치는 유저에게 향상된 메시지 능력과 첨부물 운용
(attachment handling)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치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과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도록
특별하게 설정된다.
여전히, 대다수의 전화기는 기본적인 주소록과 접속 데이터 기록 및 SMS 메시지 기능과 같은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한다.
어떤 전화기는 유저가 자신의 전화기의 주소록을 이미지 및 특정 링톤과 관련시키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선 전화기
들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발신자 표시 기능(caller ID)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다수의
링톤 기능을 갖는 전화기는 발신호를 수신할 때, (가능하다면) 발신 주소록을 사진과 연계하여 디스플레이하고, (특정되었
다면) 특별하게 설정된 링톤을 플레이한다.
다양한 다른 타입의 무선 전화기와 다른 통신 장치에서 유용하도록, 유저가 다른 유저의 전화기 상에 자신의 인격화 표시
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상기 유저가 다른 유저들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대략적으로 모바일 폰 같은 무선 통신 장치의 유저에게 향상된 인식 정보가 생성되고 분배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들은 유저를 정의하는 정보의 수집에 의해 자신 스스로의 페르소나들을 정의할 수 있다. 가
입자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들)을 자신의 친구들 및 관련인들의 핸드폰에 설정할 수 있고, 가입자의 접속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주소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유저는 다른 유저들에게 표현되는 다른 페르소나를 특정할 수 있다.
이 실시에에 있어서, 본 발명은 무선 전화기의 유저에게 인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무선 장치상의 서비스 가입자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유저들에게 유저 확
인 정보를 구성하는 가입자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장치로 전화 또는 다른 타입의 접속-SMS, 푸시-투-토크
메시지, 이메일, 보이스클립 등과 같음-이 적어도 상기 페르소나의 일부를 상기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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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향상된 발신자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유저에 의해
제공된 가입자 페르소나 정보의 저장을 유지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페르소나 정보는 다른 유저들에게 본 유저를 인식
시키며, 가입자들간에 확립된 관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페르소나 정보를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가입자 전화기 상에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가입자를
위한 인격화 정보의 저장장치; 그리고 어떤 시스템 또는 어카운트 프리피어런스들(accout preferences)뿐만 아니라 전화
기 인터페이스 및 유저 자신의 인식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인식식화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
이스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이다. 이 서버는 복수의 가입자들을 위한 인식화
정보의 저장장치;그리고 운영 어플리케이션의 분배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을 위해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DVD, 광학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테이프 드라이브, RAM, 또는 다른
적당한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로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 대체 가능한 실시예에서, 일부
또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집적회로(custom integrated circuit), 게이트 어레이, FPGA, PLD 및 특별
한 목적의 컴퓨터를 포함하는 전담 하드웨어(dedicated hardware)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과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부
터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사용자가 진보된 무선 통신 장치들의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 인격화 정보(personification information)를 제공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화 또는 기타 이동 장치에 진보된 식별 기능(advanced identification feature)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 각 사용자는 그들 자신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별화된 표현들을 생성한 다음. 이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푸쉬
(push)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들을 통해 셀룰러 네트워크 캐리어 또는 엔터프
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가능해진다.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인격화 정보의 서브 세트 또는 "페르소나
(personas)"를 생성하여 분배하거나, 또는 단지 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가입자들로부터 인격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장
치들은 서로 다른 성능을 갖기 때문에, 시스템은 각 장치에 인격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달라질 것이며,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 장치의 타입 및 그 성능은 시스템의 각 멤버에 대해 저장된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본 발
명의 방법, 실시 시스템 및 응용들은 데이터 저장소 내의 인격화 정보를 유지하고 관련 기능을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 요금(fee)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컨택 정보, 서명, 사진, 멀티미디어 정보 및 다른 전화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을 식별하는 특
정의 전화벨을 포함하는 그들 자신의 인격화를 생성한다. 많은 셀룰러 전화들은 특정의 전화벨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능
력을 포함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전화벨 및 사진을 전화의 컨택 정보와 관련시키고 호출자(caller)의 ID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트리거(trigger)함으로써, 유입 호출자들을 식별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의해, 사용자는 그들 자신의 벨소리 및 사
진을 지정한 다음, 이것을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 자신들을 식별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인격화 정보 내의 정적인 정보에
부가하여, 사용자는 GPS 위치, 시간대, 유용성 및 이벤트-관련 정보(예를 들어, 호출자의 생일 리마인더, 또는 호출자에
대해 할당된 또는 호출자에 의해 할당된 카렌다 이벤트들 및 태스크(task)들의 요약) 또는 다른 사용자들 또는 참가자들에
대한 제어 정보와 같은 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단계(202)에서, 가입자는 계정(account) 생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
스템에 가입(join)한다. 단계(202)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보안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계정을 확립하고, 다른 구성 정
보를 제공한다. 이 단계는 전화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또는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204)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자신의 인격화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도면들에서 종종 "나를(me)" 생성 또는 갱
신하는 것으로서 언급된다. 테이블(206)에 나타내 바와 같이, 사용자 인격화 데이터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임의의 다른 컨택 정보, 사용자의 사진, 그 사용자를 위한 특정의 전화벨 및 그 사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컨택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시간의 스케쥴을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자 위치 정보를 입력한다. 위치 정보는 변하는 특이성이 있고,
처음에는 수동으로 또는 GPS 가능 전화에 있어서 GPS 시스템과의 접속을 통해 입력된다. 사용자 시스템의 위치 섹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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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전화의 GPS 에이젼트를 이용하여 그전화 상의 에이젼트에 의해 갱신된다. 전화벨은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되거나,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벨소리들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사용자가 벨소리로서 이용되게
될 새로운 오디오 클립(audio clip)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비되는 경우) 장치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선택적으로, 본 발
명의 시스템 내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물질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부가 가치 미디어 분배자는 전화, 및 시스템에 포함
되는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제공한다. 전화 제조업자, 이동 전화 캐리어 또는 다른 엔티티는
DRM 기능을 또한 부가하는 바, 이것은 어떤 보호 콘텐츠가 (그리고 어떻게) 재분배되는 지를 결정한다. 인식될 사항으로
서, 단계(204)는 선택적인 것이며, 사용자는 인격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지 시스템에 참가만 하여 다른 사
용자들의 인격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ESP에 의해 제공되는 진보된 ID 서비스에 대한 가입은 인격화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인격화 정보의 다른 세트 (또는 "페르소나"는 사용자의 콘텐츠 정보 내의 개인
들의 다른 그룹들에 대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비즈니스 컨택과 같은) 한 그룹을 컨택하여 한 세트의 인격화 정
보를 수신하고, (개인적인 친구들과 같은) 다른 그룹을 컨택하여 다른 세트의 정보를 수신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룹 정의
에 의해, 사용자는 컨택 정보의 특정 버전을 수신하는 수신인들을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동 장치 상에 제공되는 인터
페이스를 이용하여, 또는 대안적으로는 웹 페이지 또는 관리 구성 콘솔(administrative configuration console)과 같은 어
떠한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들을 특정 그룹에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누구든지 다운
로드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장치 내의 새로운 컨택에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는) "공개(public)" 페르소나를 정할 수 있다. 시
스템 또는 에이젼트는 영구 저장 장치에 그룹 할당을 유지한다. 시스템 또는 에이젼트는 상기 설명한 기술을 이용하여 각
그룹에 적절한 정보를 그 그룹의 멤버들에게 전송한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시스템과 계정을 확립
할 때 디폴트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디폴트 공개 친구들, 가족, 협력자, 비즈니스 제휴
자 및 블랙리스트 페르소나 템플릿(template)을 확립함으로써, 일단 사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하면, 그 사용자가 특정의 정
보를 입력하고 확립된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블랙리스트된 페르소나는 사용자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동료들로 할당되도록 의도된다.
단계(208)에서, 새로운 가입자의 컨택 기록이 다양한 방법들중 하나의 방법으로 ESP에 제공되고, 가입자들의 컨택 기록들
과 다른 가입자 간의 관계가 검출된다. 이러한 입력은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 번호들을 다운로딩하는
것과 같이 간단하거나, 또는 개인들이 시스템의 멤버인지의 여부를 그 시스템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컨택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계정을 생성하는 동안 컨택들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A) 또는 개인용 컴퓨터 상의 개인 정보 관리자와 같은 다른 소스로부터 컨택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서치 메
커니즘이 제공될 수 있는 바, 이에 의해 사용자는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개인이 그 시스템의 일부인 지의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저장된 개인 정보 자원을 갖지 않는 경우, 그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
템 관리에 의해 제공되는 폼(form)을 액세스한다. 이러한 폼은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을 서치
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이름 및 기타 컨택 필드를 제공한다. 일단 발견되면,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르면, 사용자들 간에는 다른 타입의 링크들이 확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컨택 리스트는
전화의 데이터저장부 내의 사용자 주소 북(user address book)에서 발견된다. 사람의 통신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주소
북의 컨택 역시 그 컨택 자체의 주소 북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밥(Bob)과 앨리스(Alice)가 모두 친구라고
가정하면, 이들은 이들 각각의 주소 북에 서로의 컨택 정보를 가질 것이다. 사람들 간의 이러한 상호 링크는 다른 타입의
링크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한 사용자가 자신의 주소 북에 다른 사용자의 컨택
정보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용자는 그렇지 않으면, "하프(half)" 링크 사용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데이
터 교환의 목적으로 접속되지 않고, 도 4 및 5에서 제공되는 초대 기능이 비링크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그들에게 시스
템에 가입하여 초대자와의 진짜(true) 링크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짜" 또는 "직접" 링크된 사용자들은 양
쪽 모두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이동 장치의 전화 북에 서로의 컨택 정보를 가질 때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엔터
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또는 시스템의 "초대" 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어떠한 레벨의 관계를 확립하게
되고, 각 사용자가 구성한 임의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 및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상기 설명의 환경 내에서, "동료"는 개인
사용자와 진짜 링크를 확립하고 있는 임의의 사용자이다. 실용성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위해, 시스템에서의 정보 교환은
진짜 링크된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서로에 대해 단지 하프-링크 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하프-링크된 사
용자를 초대하여, 시스템에 가입하고 진자 링크를 확립하게 할 수 있다.
단계(204)에서 사용자가 그들 자신의 인격화 정보를 서비스 호스트에 제공하면, 단계(208)는 서버에 제공되는 그들의 주
소 북의 콘텐츠를 검사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링크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들의 풀
(pool)로부터 각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은 고유 키(unique key)로서 전화 번호들을 이용하고, 일 실시예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포맷팅, 국가 및 지방 코드에 상관없이 전화 번호들을 매치
시키기 위해 전화 번호 등가 알고리즘(telephone number equivalence algorithm)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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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정보 및 "업링크의 다른 사용자"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단지 그들의 이동 장치의 주소 북으로부터 그 사
용자를 제거한다. 본 시스템의 룰을 이용하게 되면, 2명의 사용자들은 더 이상 링크되지 않고, 그들 간에 더 이상의 어떠한
갱신된 정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링크된 진영(party)의 주소 북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삭제되지 않는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링크 대신, 사용자들은 "블랙리스트된" 페르소나에 다른 사용자를 할당하기를 원할 수 있다.
단계(208)에서, 일단 컨택을 얻으면, 가입자들의 컨택과 다른 가입자들 간의 관계가 확립된다. 이것은 ESP에 의해 실행되
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에 수동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둘의 어떠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단계(210)에서, 가입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입자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용자
는, 그 사용자가 사용자 전화에 저장된 컨택들을 초대하여 가입자가 되게 함으로써 가입에 따른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고무(prompt)된다. 만일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면, 단
계(212)에서 초대 과정이 수행된다.
선택적으로, 단계(214)에서, 가입자에게는 자신들의 페르소나가 비 가입자들에 대해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이 주어
질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들의 정보가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전달 과정(delivery process)(216)은 인격화 정보를 비 가입
자 사용자들에게 전송한다. 이것은, 이하 설명되는, 예를 들어 SyncML을 통해, 또는 SMS 메세지를 통해, 임의 수의 방법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218)에서, 가입자의 컨택 리스트 내의 다른 가입자들로부터의 인격화 정보가 새로운 가입자에게 전달되고, 새로운
가입자의 정보가 다른 가입자들에게 전송된다. 하기 논의되는 바와 같이, 역시 가입자들인 컨택들은 진짜-링크된 사용자
들(210)이며, 새로운 가입자의 전화를 자동적으로 파퓰레이트(populate)시킨다. 이러한 정보는 에이젼트에 대해 직접적인
데이터 스트림으로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에이젼트는 이후 사용자의 전화 데이터를 파퓰레이트시킨다. 대안
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일련의 메세지들로 제공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SyncML을 통해 전송될 것이다.
페르소나 정보에는, 가입자의 컨택들이 그들 자신의 기록 내의 수동으로 입력되는 위치 정보 또는 시스템 가입자의 GPS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위치에 대해 경고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예를 들어 가입자의 컨택에 대해 이용가능
한 입도 레벨(level of granularity)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용자는 국가, 도시 또는 보다 특정한 위치를 알
도록 허락될 수 있다. 일단 수신되면, 수신 멤버는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페르소나 정보를 더욱 구성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다른 멤버가 자신의 멤버 기록에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는, 위치 정보를 갖는 멤버가 특
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또는 특정하는 멤버로부터 특정 거리 내에 있을 때 자신이 통지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
다. 또한, 그룹 정보와 같은 다른 기준들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각 멤버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지를 특정하
며, 이에 따라 이러한 멤버가 특정하는 사용자에 관한 인격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멤버에게 정확한 그룹 정보
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단계(220)에서, 새로운 가입자가 자신의 페르소나의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새로운 가입자가 이를 행할 때,
그 정보는 진짜 링크된 가입자들 및 가능하다면 시스템 내의 비 가입자 참가자들에게 재전송된다.
갱신들은 디바이스상의 데이터 변경들의 결과로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디바이스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는
디바이스와의 사용자 상호동작 또는 시간대와 같은 임시 정보의 변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갱신들은 2개의 방식들 중
하나로 발생할 수 있다. 서버-개시 갱신들은 사용자 디바이스에 송신될 데이터의 변경 또는 시간 간격들에 의해 트리거링
된다. 서버-개시 갱신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이렉트 소켓 접속을 통해 처리되거나, 서버로부터 디바이스상의 클라이언
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송신된 SMS 메시지들을 통해 처리된다. 각 개선된 ID 계정은 클라이언트가 무효(out of date)가 되
는 때에 SMS 메시지들이 자동으로 송신되는지를 제어하는 구성가능한 "서버 개시 동기(sync) 온/오프" 설정을 지원한다.
서버로부터의 SMS 메시지는 텍스트 포트(또는 적절한 경우에, 구성된 데이터 포트)에 송신될 수 있다.
도 2는 가입자가 본 발명에 따라 기업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전화기(100)상에 애플리케이
션(140)을 설치한 경우의 본 발명 방법을 도시한다. 단계(500)에서, 가입자(b)가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의 전화기에 다운로
딩한 또 하나의 멤버(가입자 A)로부터 호출을 수신한 때에, 개선된 호출자 식별 특성들은 단계(506)에서 사용자의 전화기
상에 멤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양상에서, 시스템은 호출 사용자의 전화기 및 피호출 사용자의 전화기 모두의 제어를 지원한다. 단계(501)에서, 가입자
(B)가 일정 시간 기간 동안에 호출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A)로부터 다운로딩된) 자신의 퍼소나(persona)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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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호출 사용자의 전화기상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가입자(A)가 이 기간 동안에 가입자(B)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501)에서, 방법은 가입자(B)의 구성에 기초하여 가입자(B)에 대한 호출이 허용되는지를 (가
입자(A)의 전화기상에서) 체크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고(503)가 가입자(A)에게 제공될 수 있다.
단계(502)에서, 호출이 가입자(A)에 의해 개시되며, 가입자(B)에 수신된 경우에, 단계(504)에서, 선택적으로, 수신 사용자
는 특정 시간 기간 동안 호출들을 방지하도록 전화기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504)에서, 방법은 호출이 특정 시간
기간 동안 수신 사용자에 의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도록 체크할 수 있다. 만일 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방법은 단계
(512)에서 호출을 차단할 수 있다. 만일 호출이 차단된 경우에, 사용자의 개선된 ID 정보(퍼소나)가 수신 호출자의 전화기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만일 호출이 차단된 경우에, 이는 수신자의 보이스메일 시스템에 지향될 수 있다. 개선된 ID 또는 퍼
소나는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지리 위치 정보 및 기타 데이터와 같은 사용자를 정의하는 정보의 모음이다. 이는 가
입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용자의 전화기들상에 표시되는지를 제어하고, 링톤(ringtone) 또는 이러한 접촉과
관련된 사진을 특정함으로써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관리하게 한다. 본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 가입자는 서로 다른
정보 또는 서로 다른 정보 세트들을 포함하는 "친구들" 퍼소나 및 "동료들" 퍼소나를 가질 수 있다. GPS 정보 가능한 전화
기들에 의해 제공되는 지리 위치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특성들이 또한 제공되는데, 이는 오늘이 호출자의 생일 또는 기념
일인지, 또는 전화기 호출들, 회의들, 또는 호출자에 할당되거나 호출자에 의해 할당된 작업들에 관한 정보와 같은 본질상
임시적인 호출자에 관한 정보이다. 시스템은 서버로부터 SyncML을 통한 SyncML 클라이언트로의 다이렉트 푸시(push)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거나, 서비스측 구현과 통신하는 전화기상에 상주하는 특정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동작될 수 있다. SyncML은 디바이스들간에 데이터의 공통적인 동기화를 위한 개방 표준으로서 전개하에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다. 데이터 동기화는 (스마트폰 또는 랩탑 컴퓨터와 같은) 일 디바이스상의 데이터에 대
해 이루어진 변경들이 (네트워크화 컴퓨터와 같은) 또 하나의 디바이스상의 데이터에 즉시 나타나게 한다.
선택적으로, 단계(508)에서, 멤버가 멤버의 GPS 정보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단계(508)에서, GPS는 통지에 제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통지는 단계(510)에서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또는 위치 근처에 있음을 보여주도록 제공된다.
본 발명은 2개의 서로 다른 타입들의 데이터(정적 및 동적)를 지원한다. 정적 정보는 단계(506)에서 호출 가입자에 의해
전화기(100)상의 수신 가입자의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 단계(501)는 또 하나의 사용자의 전화기를 제어하도록 가입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화(personification) 정보를 정의하게 하는 본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동적 또는 "활성 제어"
정보는 정적 퍼소나 정보보다 자주 갱신될 수 있다. GPS 또는 시간대 정보와 같은 동적 정보는 송신 가입자의 필요들에 기
초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클라이언트(140)와 전화기의 상호동작 때문에, 가입자는 실제로 호출 가입자가 수신 가입자
의 전화기를 호출하는 것을 방지(또는 단순히 경고)할 수 있으며, 대신에 이들에게 사용자-구성가능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는 호출자로 하여금 의도한 수신 가입자에 접촉하도록 일부 다른 메커니즘(예를 들어, SMS, 이메일 등)
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모든 다른 유사한 정보에서와 같이, 이 바람직한 이용가능성 정보는 사용자들의 퍼소나들
에 저장된다.
도 3은 본 발명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도시한다.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기(100)와 같은 무
선 통신 디바이스가 셀룰러 네트워크(150)와 같은 무선 통신 링크에 접속되어, 보이스(voice) 및 데이터 통신들을 무선 네
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들에 송신한다. 무선 링크는 셀룰러 캐리어(carrier)에 의해 유지되는 무선 인터넷 링크 또
는 셀룰러 네트워크, GSM 또는 CDMA 네트워크, 또는 일부 다른 무선 통신 링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캐리어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거나, 기업 서비스 제공자와 별개일 수 있다. 데이터는 임의 개수의 공지된 포맷들로 네트워
크를 통해 송신될 수 있다.
개선된 ID 서비스 서버(160)가 또한 제공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데이터 접속을 통하거나 SyncML 서버(195)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150)를 통해 전화기와 통신한다. 개선된 ID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원에서 설명된다.
도 3에서, ID 서버(160)는 전화기(100)와 직접적으로 통신한다. 하기에서 설명될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ID 시스템은 미
국 특허 제 6,671,757호, 제 6,694,336호, 또는 제 6,757,696호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은 동기화 시스템 정상에서 수행된
다.
전화기(100)에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에이전트(140)가 제공될 수 있다. 시스템 에이전트(140)는 (http://
www.openmobilealliance.org에서 이용가능한) 제안된 확장들을 포함하는 SyncML OMA DS 사양의 승인된, 제안된 버
전들에 따라 SyncML 서버(195)와 상호동작하도록 설계된 SyncML 통신 클라이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에이
전트(140)는 전화기의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화기상의 기존의 SyncML 클라이언트(및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원되는 임의의 관행 확장들)을 이용하여 서버(160)와 통신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거나, 사유의 프로토
콜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160)와 통신하도록 특정적으로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 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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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 에이전트(140)는 완전하게 수행되는 SyncML 클라이언트이며, 서버(160)는 SyncML 서버를 포함한다. 또 하나
의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140)은 미국 특허 제 6,671,757호에서 개시된 것과 같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디바이
스 동기 에이전트이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40)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하기에서 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전화기(100)는 시스템 메모리(122)를 포함하는데, 시스템 메모리는 텔레포니 및 링크 서비스들을 운영 체
제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들,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서비스들(이들 모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120)에 제공
된다)을 갖는 운영 체제(1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OS(125)는 전화기 사유의 OS, BREW, 또는 임의의 기타 디바이스 또
는 (Symbian 운영 체제와 같은) 전화기에 적합한 운영 체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인 기본 서비스들(135) 및 운영 체제 커
넬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운영 체제는 추가적으로 운영 체제에 구축된 SMS 클라이언트(145)를 제공할 수 있는데, SMS
클라이언트는 단문 메시지들이 무선 통신 라인(150)에 걸쳐 기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게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SyncML
클라이언트(132)는 운영 체제 서비스들(124)에 의해 제공되고 지원될 수 있다. 전화기(100)는 본래의 전화기 데이터 저장
소(170)를 포함하는데, 이는 주소록 접촉 및 가입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링톤들,
사진들, 사운드들, 및 영화들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전화기(100)의 기능적인 성능들, 시스템 메모리에서 허
용되는 공간 및 운영 체제(124)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의존한다.
그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원에서 설명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40)이 또한 전화기(100)에 적재된다. 기술분야의 당
업자에 의해 잘 이해될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40)은 전화기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후의 시간에
사용자에게 다운로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위해, 사용자는 전화기 운영 체제 서비스들(124)
의 다운로드 영역을 선택하고, 무선 통신 라인(150)을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캐리어에 의해 또는 시스템 서버(160)
를 유지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제공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며, 그리고 전화기(100)상에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에이전트(140)는 JAVA 또는 BREW 에이전트로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자기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Symbian 운영 체제상에서 동작가능한 에이전트와 같은)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운영 체제
특정 에이전트이다. 이 에이전트는 자신의 SyncML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거나, 전화기상의 기존의 SyncML 클라이언트와
상호동작할 수 있다. 변경들이 필드 레벨 또는 바이트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안 실시예들은 정보를 시스템 데이터 베
이스(510)상에 저장하도록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대안 프로토콜들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0)는 적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120), 통신 또는 동기 엔진 및 데이터 저장소 관리자를 갖는 애플리케이션
(140), SyncML 클라이언트(132) 및 로컬 데이터베이스(150)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40)은 UI(120)에
적절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UI는 사용자에게 시스템과의 상호동작의 대안적인 포인트 및 기업 서비
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퍼소나들 및 동료(buddy)들뿐만 아
니라 본원에서 설명된 정의의 경우에서 특정된 바와 같은 다른 작업들을 정의 및 관리하게 한다. 시스템과의 상호동작은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또는 웹 서버(180)에 의해 제공되는 서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될 수 있
다. 엔진 및 데이터 저장소 관리자는 디바이스의 영구 저장소에 사용자 설정들 및 옵션들의 유지뿐만 아니라 이들 객체에
대한 변경들을 시스템 서버에 자동으로 푸시 및 검색하는 것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는 계정 정보, 퍼소나
데이터, 동료 정보, 가입자와의 진정한 링크들을 갖는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다.
저장소 서버(160)는 동료, 퍼소나, 관계 및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시스템 서비스 정보를 위한 중심화된 저장 위치
이다. 클라이언트들(140)은 이 데이터의 국부적인 복사를 갱신함과 아울러 임의의 변경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서버로부터
임의의 새로운 이용가능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서버 정보에 연결되며 이 정보와 동기화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에서,
사용자의 친구에 속하는 퍼소나 정보는 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공되는 본래의 주소록 또는 개별 주소록에 저장된다. 일
부 디바이스들이 지리 위치 및 프레슨스(presence) 정보와 같은 확장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공표된 동료 정보를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전화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버(160), 웹서버(180) 또는 SyncML 서버(195)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 구조는 프로세서(144), 메
모리(104), 비휘발성 저장 디바이스(106), 휴대용 저장 디바이스(11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12) 및 I/O 디바이스(들)
(116)를 포함한다. 프로세서의 선택은 충분한 속도를 갖는 적합한 프로세서가 선택되는 한 중요하지 않다. 메모리(104)는
종래기술에 알려진 임의의 전통적인 컴퓨터 메모리가 될 수 있다. 비휘발성 저장 디바이스(106)는 하드 드라이브,
CDROM, CDRW, 플래쉬 메모리 카드, 또는 임의의 기타 비휘발성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휴대용 저장소(108)
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다른 휴대용 저장소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102)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예는 이더넷에 또는 다른 타입의 LAN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드를 포함한다. I/O 디바이스(들)(116)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디스플레이, 프린터, 모뎀 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들을 수행하는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메모리(104)에 저장될 수 있는데, 메모리(104)는 비휘
발성 저장소 및 휘발성 저장소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 매체(11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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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시스템은 또한 데이터베이스(106)를 포함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데이터베이스(106)는 도 3의 시스템의 일
부이거나 도 3의 시스템과 통신하는 메모리(104), 휴대용 저장소(110) 또는 다른 저장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도 3에 도시
된 것과 다른 기타 대안적인 아키텍처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도 3의 시스템들의 다양한 실시예들, 버전들 및 변형들이
본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컴퓨팅 디바이스를 수행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적당한 컴퓨팅 디바이스의 예로는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메인프레임 컴퓨터, 핸드헬드 컴퓨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페이저, 휴대폰, 스마트 정보단말 또는 다중 컴퓨터,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서버팜(server farm), 또는 다
른 적당한 컴퓨팅 디바이스가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백업 서비스(back up service)를 제공하는 시스템 관리자
(administrator)에 의해 관리되는 임의이 수의 서버들 160n, n+1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서버(160) 상에 시스템 데이터 저장부(310)가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 데이터 저장부는 서버(160)의 비휘발성 메모
리 공간으로서 제공된다. 단 하나의 시스템 데이터 저장부 컴퓨터가 도시되었지만, 상기 저장부는 상기 저장부의 데이터가
우연한 손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다수의 컴퓨터들에 복제되거나 저장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SyncML 서버(195)
와 웹서버(180) 들은 상기 시스템 서버(160) 이외의 다른 물리적 하드웨어 상에 제공되므로, 상기 서버들의 표시가 필요하
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도 2의 시스템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하나의 서버 및 고객 시스템을 예시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서, 고급 ID 시스템은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개시된 동기화 서버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
다.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서 개시된 동기화 시스템은 디퍼런싱(differencing) 전송기/수신기/엔
진, 그리고 디바이스 엔진 형태의 디퍼런싱 동기화 장치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고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상기 디바이스
엔진은 상기 디바이스 엔진이 실행될 수 있는 디바이스 타입에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소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디바
이스로부터의 정보 추출, 상기 정보를 디퍼런스 정보로의 변환, 그리고 상기 디퍼런스 정보를 상기 저장부 서버로의 전송
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상기 저장부 서버들은 인터넷 버서 또는 FTP 서버와 같은 임의의 타입의 저장부 서
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임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임의의 소스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동기화 시스템의 핵심 양
상은, 디바이스들 사이의 EH는 디바이스들과 서버 사이의 인터넷 접속이 시간상 동일 시점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다. 게다가, 다른 시스템들로 포워딩(forward) 될 필요가 있는 본 발명의 시스템 상의 정보에 대한 상기 변화들만이 고속
응답 시간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전송된다.
동기화 고객 디바이스들 각각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저장부 서버와 커플링된다. 일 실시예에서, 각 디바이스 엔진은 모든 시
스템들이 완전 동기화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들을 실행한다. 단지 하나의 디바이스 엔진만이 하나의 특정 시
간에 상기 동기화 서버에 커플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접속 방식으로 다중 시스템들의 동기화를 허용한다. 각 디바이스
엔진은 상기 서버로부터의 최종 동기호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을 인캡슐(encapsulating)하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
(transaction)들을 다운로드 받아 특정 디바이스에 인가할 것이다. 상기 변화 또는 디퍼런스 정보(용어 "데이터 패키지" 또
는 "변화 로그(change log)")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패키지들로 제공된다. 각 데이터 패키지는 모든 디바이스 엔진들에 걸
친 임의의 및 모든 이송 정보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들, 폴터들, 애플리케이션 설정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각 디바이스 엔진은 특정 로컬(local)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정보 부류들을 포함하
는 데이터 패키지들의 다운로드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에의 변화만이 필요한 경우, 접촉 명칭 및 폰 번호들
은 다큐먼트 파일들로 변한다.
상기 데이터 패키지들의 압축 및 암호화가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각 디바이스 엔진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
장부 내의 정보 타입에 대해 필요한 로컬 포맷으로 상기 데이터 패키지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매핑(mapping) 및 번역
(translation) 단계들을 수행한다. 상기 디바이스 엔진은 또한 최종 업데이트 이후로 사용자가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시
스템들 상의 특정 데이터 필드에 변화된 데이터를 갖는 경우에 상기 디바이스 엔진이 모호한 업데이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자를 포함한다. 상기 디바이스 엔진의 출력은 동기화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출력되는 데이터 패키지를 포함한다. 상
기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 하나의 디바이스 엔진만이 소정 시간에 상기 저장부 서버(850)에 접속될 필요가 있다.
다른 디바이스 엔진에 의해 상기 저장부 서버의 특정 위치에 요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기 데이터 패키지가 상기 저장
부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저정부 서버의 영역에 대한 액세스는 관리 서버(MS)에 의해 제어된다. 일 실시예에서, 각
동기화 동작은 각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디바이스 엔진이 상기 관리 서버로 로그인(login)하여 상기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기 디바이스 엔진에게 상기 저장부 서버 상의 상기 개별적인 디바이스의 데이터 패키지들의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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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상기 저장부 서버로부터 델타 모듈(delta module)에 복귀된 때, 상기 델타 모듈은 디퍼런스 데이터를 상기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대상에게 복귀하고, 상기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그 다음 상기 델터 정보를 애플리케이
션을 위해 이용되는 특정 인터페이스로 번역한다. 일단 디바이스 엔진이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모든 데이터 패키티들을 완
전히 인가받으면, 상기 디바이tm엔진은 상기 로컬 시스템 상에 만들진 변화들을 기술하는 일련의 데이터 패키지들을 발생
시킨다. 상기 디바이스 엔진은 각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데이터의 최종 동기화 버전을 추적하기 위해 상기 로컬 애플리케이
션 대상(920)을 사용하며, 상기 로컬 애플리케이션 대상(920)은 그 다음 상기 후속 동기화 요청 상에서 상기 델타 모듈에
의해 후속 데이터 비교를 위해 사용된다. 발생된 데이터 패키지들은 동작들을 포함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호한 케이스들
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된 변화들을 인코드(encode)한다.
상기 동기화 서버는 자신의 내부 동기화 디퍼런싱 엔진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회수할 때 유니버셜 데이터
기록(universal data record)의 개념을 사용한다.
상기 관리 서버는 각 디바이스 엔진이 동기화를 수행하기 전에 상기 관리 서버에 인증할 것을 필요로 하는 인증 인터페이
스를 지원한다. 특정 저장부 서버 구현들은 다중 디바이스 엔진들을 위한 저장부에 대한 판독 및 기입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잠금 시맨틱(locking semantics)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FTP 요청에서, 만약에 두 개의 디바이스 엔진들
이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에 접속하기를 시도한다면, 디바이스 엔진들이 동시에 상기 동일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일부 잠금 제어 형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는 디바이스 엔진 취득(acquisition), 갱신(renewal), 그
리고 상기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잠금의 해제를 제어한다.
각 디바이스 엔진은 관리 서버에 의해 고유하게 식별되고 추적된다. 이는 디바이스 엔진 소자들과 특정 타입의 저장 시스
템들과 관리 서버 사이의 테일러링(tailoring) 특성을 허용한다. 모든 디바이스 엔진 소자들은 관리 서버를 통한 관리를 위
해 태그(tag)가 붙고 버전 스탬프가 찍힌다.
도 3에는 또한, 페르소나 관리 소자(162)와, 버디 사용자가 관리 소자(164), 사용자 인터페이스(166), 그리고 디지털 권한
관리자(168)을 포함하는 서버측 애플리케이션 ID 서비스 제어기 애플리케이션(170)이 도시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구현
들에서, 상기 서버측 애플리케이션(170) 내에서 작동하는 기능적 소자들은 하나의 케이스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본 발명
의 시스템에 보유되는 정보를 완전히 로버스트(robust)한 SyncML 고객과 인터페이스하는 SyncML 서버(195)를 통해 상
기 폰(100)으로 직접 푸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제어의 특정 양상들은 여기서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서버측 애플
리케이션(170) 또는 고객측 애플리케이션(140)에 의해 처리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140)는 상기 텔레폰(100)의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인격화 (personification)
정보 및 상기 인격화 정보에 만들어진 변화들을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160)에 전달한다.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의 사용자 데이터의 전달은 몇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상기 고객이 상기 서버와의 SyncML 통신을 이용한다면,
SyncML 사양에 열거된 표준을 사용하여 통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변화들은 레코드바이레코드 베이시스(record-byrecod basis)로 또는 필드바이필드 베이시스(field-by-field basis)로 전송된다. 대안적으로, 통신은 다른 프로토콜을 통
해 일어날 수 있다. 상기 SyncML 고객은 버디 공개 정보를 갖는 폰의 본래의 어드레스 북을 갱신할 뿐 아니라 상기 서버로
부터 페르소나 그리고 링크 정보를 정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보는 SyncML 프로토콜을 통해, 또는 상기 서버(160)와
의 직접 데이터 링크를 통해 교환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서버는 각 사용자 계정, 링크 개인 및 버디 정보와 멀티미디어 컨
텐츠, 제공된 시스템 및 생성된 사용자 모두를 저장 및 유지한다. 상기 서버는 스탠드얼론 서버(stand alone server)이고
미국 특허 6,671,757에 개시된 시스템과 같은 동기화 시스템의 구성들에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세부사항은 하기
에서 기술된다. 상기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리 인터페이스가 상기 웹 서버(180)를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인터페
이스의 세부사항이 하기에 개시된다.
상기 서버는 사용자 데이터를 인격화 저장부(150)에 저장하며, 여기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폰의 사용자와 결합된다. 일 실
시예에서, 상기 데이터는 벌크(bulk)로 저장된다. 즉 상기 사용자에 대한 모든 기록들 및 정보가 단순한 텍스트 형태(사용
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또는 이진 형태)로 저장된다. 이 정보는 상기 인격화 데이터를 개인 사용자와 결합하는 고유
식별자(UID)를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다. 상기 식별자는 사용자가 고유하게 식별되는한 임의적으로 무작
위로 선택된 식별자일 수 있으며, 상기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와 결합된다. 또 다른 양상에서, 이 사용자 UID는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개시된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유니버설리 고유한 식별자
(UUID)로서 소정의 사용자에게 단일 ID만을 생성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사용자 데이터
에 대한 변화들은 상기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개시된 방식으로 변화 로그들에 저장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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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또는 웹브라우저를 구비하는 다른 디바이스(190) 상의 사용자를 허용하는 웹 서버(180)는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시스템의 양상들을 구성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서버(180)는 컴퓨터(160)와 유사한 하드웨어 구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물리적 컴퓨터들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웹 서버(180)는 서버(160)와 통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의 양상들은 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된다. 상기 시스템은 대안적으로 상기 사용자 다
바이스(190)를 통해 상기 웹 서버(180)에 의해 제공되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도 4는 가입자로부터 비가입자 또는 참가자로 초대(212)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단계(302)에서, 비가입자는 다
른 가입자로부터 SM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SMS 메시지는 사용자가 상기 정보를 자신의 현재 데이터 북에 공개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일 양상에서, 이는 SyncML 고객, vCard 파서(parser), 또는 다른 애플리케
이션과 같은 본래의(native) 또는 비본래의(non-native)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판독될 수 있고 상기 폰의 로컬 데이터 저장
부에 통합될 수 있는 포맷의 모든 페르소나 정보 그 자체를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단계(304)에서 상기 정보를 수
용한다면, 상기 정보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북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후속으로 사용자가 전화하면, 정보는 상기 사용자
의 폰상에 디스플레이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단계(404)에서 가입자로부터 SMS 메시지를 수신하고, 단계(406)에
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가입자의 정보를 상기 폰에 직접 전송하는 서버측 데이터 저장부와 상기 사용자의 폰을 접속시키기
위해 상기 SMS 메시지에 저장된 링크를 선택할 수 있다. 단계(408)에서, 상기 사용자의 폰은 상기 가입자로부터 상기 폰
내의 상기 로컬 데이터 저장부로 상기 정보를 다운로드한다.
도 6은 서로 다른 그룹들의 사용자들을 위한 서로 다른 페르소나(persona)들의 개념을 예시한다. 도 6은 중앙 사용자
(600)로 링크된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링크 예시를 도시한다. 사용자(600) "Bob"은 다른 사용자들(604, 606 및 602)과 링
크된 모바일 폰을 갖는다. 각 그룹의 사용자들(602, 604 및 606)에 대해서, 사용자(600)는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확립할
수 있다. 친구의 페르소나는 Bob의 개인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 1 타입의 벨소리를 제공한다. 동료의
페르소나(604)는 더욱 형식적은 이름 설정, 직장 이메일 주소,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벨소리를 갖는 직장 전화 번호를 제공
하고, 고객의 페르소나(606)는 더욱 형식적인 이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Bob의 고객에게 제공하기에 적합한 서로 다른 벨
소리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직장 및 이동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친구들, 동료들 및 고객들을 포함하는 통신하는 개별적인 그룹들을 갖는다. 서로 다른
페르소나의 확립은 각각의 개인에게 서로 다른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르소나들은 이름, 이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물리적 주소, 단체 정보, 사진, 벨소리, URL, 개인의 물리적 특징(눈/머리카락 색깔 등) 및 생일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처리는 플렉시블하고 연장가능함과 아울러 GPS 좌표계 및 가용성(availability)를 포함한 현재 시간 영역
(current time zone), 디지털 인증(digital certificates), 물리적 위치(physical location)와 같은 일시적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영구적 정보도 수용할 수 있다.
도 7에는 본 발명의 개개의 유저 및 서버를 위해 보존된 레코드(record)의 고정 구조(static structure)가 도시되어 있다.
개개의 유저 어카운트(user account)(700)에서, 각 어카운트는 시스템 ID, 플랜 ID(서비스 레벨 디스크립션을 포함함), 모
바일 디바이스 ID, 공개 ID, 콘택 이름(contact name), 카운트 이메일 어드레스(contact e-mail address) 및 유저 보안 핀
(user security pin)을 포함할 것이다. 유저 어카운트는 동료의 퍼스너 리스트(budd's persona list)(710), 동료 리스트
(720), 및 경고 리스트(alert list)(730)도 포함할 것이다. 개인 리스트는 다수의 퍼스너들(personas)(712)을 한정하며, 각
각은 예를 들어 개인 ID, 이름, 모바일 폰, 홈 폰, 워크 폰 및 도 1에 관하여 상기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은 다른 정보를 포함
할 것이다. 다른 정보는 동료 이미지, 셋팅을 가능하게 하는 콘택 리스트(contact list), 및 호출음(ringstone)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호출음 정보(740)는 특정 호출음 레코드들(745)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 리스트일 수 있다. 동료 리스트(720)에
있는 각 동료는 동료 리스트 레코드(722)를 구비한다. 여기서, 동료 리스트 레코드(722)는 공개 식별자, 최종 업데이트 데
이트(동료 레코드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를 포함하는), 개인 식별자, 상태 식별자(status identifier)(724) 및 정
보(726)를 포함한다. 동료 정보(726)는 이름, 어드레스 북 식별자, 폰 리스트 넘버들, 이메일 어드레스 리스트들 및 호출음
정보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서, 상기 시퀀스 다이어그램에는 새로운 유저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
자(enterprise service provider)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 서비스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가 도시되어 있다. 도 8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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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및 서버(160)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단계들을 나타낸다. 단계 802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초기화 후, 어카운트 생성 메
시지가 단계 804에서 생성된다. 생성된 어카운트 메시지(account message)는 서버로 전송되고, 단계 810에서 어카운트
유효 프로세스(account validation process)가 시작된다. 어카운트 생성 단계가 단계 812에서 일어나고, 단계 814에서 기
본 레코드(basic records)가 생성된다. 어카운트 생성 단계(804)는 유저가 단계 810에서 폰 시스템에 대한 이름 및 이메
일 접촉 정보와 같은 어떤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어카운트 유효 단계(810)는 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
저로부터 요구된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요구된 정보가 제공되면 단계 812에서 어카운트(account)가 생성될 것이다. 예컨
대, 유효 단계 810에서 제공된 정보로부터 베이스 퍼스너(base persona's) 포함하는 기본 어카운트 레코드들(basic
account records)이 단계 814에서 생성된다. 어카운트 생성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 816에서, 메시지를 생성시키는 어카
운가 유저의 폰에 보내질 것이다. 단계 820에서, 유저의 본래의 어드레스 북에 현존하는 유저의 폰에 접촉들(contacts)이
수집되고, 단계 822에서 추가 콘택 메시지 또는 데이터 전송이 서버(160)로 보내질 것이다. 이러한 콘택들은 이미 시스템
에 알려진 유저들과 시스템에 링크되어 있지 않은 유저들 사이의 링크들을 결정하기 위해 단계 830에서 체크되고 평가될
것이다. 단계 832에서 콘택 리스트가 생성되고, 잠재적 트루 링크 리스트(potential true link lists)가 단계 834에서 생성
된다. 트루 링크들은 유저의 개입 또는 승인없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시예의 단계 834에서,
이러한 리스트는 유저에게 회귀되어 단계 840에서 유저에게 제시된다. 이어, 유저는 그러한 콘택들 중에서 링크 설정을 원
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러한 링크들은 단계 850에서 설정될 것이다. 선택적으로, 시스템은 이미 새로운 가입자의 로컬 어
드레스 북에 나타나 있는 가입자로서 시스템 서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어떤 유저와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
도 9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와 어카운트를 설정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여기서 특허 번호 6,671,757,
6,6694,336 또는 6,757,696의 동기화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퀀스는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어카운트 생성은
동기화 서버와 하부의 싱크 어카운트 생성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어카운트는 전방(advanced) ID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성
되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단계 902에서, 어카운트 생성 단계는 서버(160)에서 초기화된다. 단계 904에서, 서버(160)는 응용 서버(185)와 함께 어카
운트도 생성할 것이다. 서버(160)는 클라이언트(140)에게 준비하고 있는 정보(provisioning information)(906)를 제공하
며, 클라이언트는 이때 단계 908에서 서버(160)에게 어드레스 북을 업로드하게 될 것이다. 서버는 다이렉트 링크들이 단
계 910에서 나타나고 단계 912에서 유저에게 그러한 트루 링크들을 회귀하게할지를 설정할 것이다. 동시에, 시스템은 동
기화 서버(185)에서 유저의 콘택 정보에 대한 동기화를 수행하려 할 것이다. 단계 916에서, 유저의 공개 퍼스너(persona)
가 각 유저의 동기화 어카운트에 동기되고, 단계 918에서 동기화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기 통지 메시지가 클라인언
트(140)에게 회귀된다. 단계 920에서, 동료의 퍼스너들을 나타내는 레코드들과 관련하여, 상기 레코드들이 회수된다. 이
후, 다른 레코드들이 특허 번호 6,671,757에서 설명된 것과 일치하게 동기화되는 것처럼, 퍼스너 레코드들이 동기화된다.
도 10은 웹서버(180)를 통해 제공된 서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버(160)에서 새로운 가입자 어카운트의 설정을
나타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유저 인터페이스(192)에서의 초기화 단계(1000)에서, 어카운트 생성 인터페이스(1010)
가 서버 유저 인터페이스(192)에 제공된다. 유저는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정보는 서버(160)로 생성 어카운
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어카운트 유효 단계는 유저가 엔트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카운트를 설정하도록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한 후 단계 1012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단계가 수행되면, 어카운트 생성이 단계 1014에서 일어나고 기본
레코드들이 단계 1016에서 생성될 것이다. 어카운트가 단계 1018에서 설정될 때, 생성된 어카운트 메시지는 유저에게 퍼
스너들을 생성할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단계 1020에서 유저에게 한 세트의 디폴트 퍼스들을 제공하는 유저에게 회귀하
게 될 것이다. 유저는 단계 1022에서 이미지와 멀티미디어를 추가할 새로운 기회가 제공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계
1024에서, 유저는 "동료들"을 체크할 기회를 제공받는데, 여기서 동료들은 단계 208에서콘택 링크 설정 동안 생성된다.
유저가 연결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콘택트들을 선택하면, 콘택트 리스트가 단계 1026에서 생성될 것이다. 상기 리스트는
단계 1028에서 유저에게 재전송되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가입자로 설정되지 않은 유저들에게 SMS 초
대(invitation)를 초기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도 11은 가입자가 그들의 폰을 잃어버렸지만 이미 시스템과 현존하는 어카운트를 갖는 상황에서, 폰 클라이언트와 서버 어
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향후, 유저는 단지 유저의 새로운 폰을 사용하는 어카운트와 연결을 재설정할 필요
가 있다. 초기화 단계 1102에서, 폰 어플리케이션(140) 상의 어카운트 생성 루틴 런(account creation routine run)은 단
계 1104에서 어카운트 메시지를 서버(160)로 보낼 것이다. 단계 1106에서, 어카운트는 유저 정보를 유효화하기를 시도하
고, 이미 존재하는 어카운트 결정이 단계 1108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리턴하는 메시지가 유저
에게 단계 1110에서 등록 어카운트가 실제로 유저의 어카운트인지를 묻도록 조장시킬 것이다. 유저가 단계 112에서 그것
이 동일한 어카운트라는 것을 신속히 나타내도록 선택하면, 메시지는 서버로 회귀되고 어카운트는 유저의 새로운 디바이
스 정보로 단계 1114에서 업데이트될 것이다. 시스템은 단계 1116에서 복구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함으로써 유저의 새로
운 폰에 대한 정보 및 단계 1120에서 폰 디바이스에 복구된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이용될 것이다. 이것은 유저가 시스템의
서버에서 유저의 정보를 계속하여 업데이트할 때를 나타내도록 유저의 새로운 폰에 유저의 정보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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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140)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180)은 유저에게 ESP 및 개선된 ID 시스템을 갖
는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도 12는 특별한 가입자에 대한 기능적 사용예를 나타낸다. 유저(1200)는 예컨대 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폰에 어플리케이션
을 다운로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1202)을 인스톨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것과 일치하게 1204에서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저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제공자와 함께 어카운트를 삭제하여 어플리케이션(1206)을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유저는 1210에서, 어카운트를 업그레이드시키고 1214에서 어카운트를 다운그레이드시키며, 어카운
트 1218을 변경하기 위해 1216에서 어카운트 셋팅들을 변경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13은 유저(1200)가 다른 가입자들에게 링크되어 있는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구현될 수 있는 기능들을 나타낸다. 유저는
1304에서 갱신되될 동료 리스트를 질의하면서 동료 리스(1302)를 검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저는 1305에서 특이한
동료의 퍼스너 할당을 변경하거나, 동료와 퍼스너들의 맵핑(1306)을 검토하거나, 예를 들어 "동료"가 유저(1200)에게 바
람직하지 않는 호출음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폰북에서 동료의 공개된 정보(1308)를 무효화시키거나, 단계
1310에서 동료들의 리스트로부터 동료를 제거하거나, 1312에서 검색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동료를 추가하거나,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시스템에 가입시킴으로써 유저의 동료가 되게할 수 있다.
도 14는 퍼스너 조작에 관한 가입자(1200)에 대한 사용예를 나타낸다. 유저는 퍼스너(1402)를 생성할 수 있고, 퍼스너들
(1404)을 편집(퍼스너들(1405)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할 수 있고, 1408에서 퍼스너를 제거할 있다. 결과적으로 포
함된 퍼스너를 변경하는 다른 경우들은 1412에서 어떤 사람을 동료로 지정하고, 1414에서 퍼스너로부터 동료를 제거하
고, 1416에서 퍼스너에 호출음을 지정하거나 1418에서 퍼스너에게 이미지를 지정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출
음 또는 이미지를 지정하는 것은 또한 1420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변경을 초래한다.
도 15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유저에 대한 사용예를 나타낸다. 유저는 유저 자신의 호출음을
1502에서 기록하거나 1504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된 값에 의해 제공하는 시스
템 호출음을 브로우저할 수 있다. 1402에서 호출음을 기록하는 것은 호출음이 1506에서 사용자의 어카운트에 추가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저는 1508에서 호출음으로 호스트된 시스템을 브라우저하여 1510에서 프리미엄 호출음들을 구
매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유저는 1512에서 호출음을 시연해볼 수도 있고, 1514에서 이미지가 제공된 시스템을 브라우저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저의 폰이 사진을 찍거나 1518에서 유저의 어카운트에 폰을 추가하도록 지원할 때, 유저의 폰으
로/으로부터 이미지(1516)를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유저는 1520에서 시스템이 호스트된 이미지들을 선택하도록 하거
나 1522에서 추가된 이미지들을 프리미엄 값으로 구매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유저가 1524에서 호출음을 구매했을 때,
유저는 이 호출음을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동료가 호출음을 선택할 때, 호출음에서 디지털 권리 관리 제
공자 라이트(rights)는 호출음을 이용하는 제 2 사용자가 그들을 위한 그 호출음을 사용할 라이센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단계 1524에서, 시스템은 유저에게 그들 자신의 이용을 위해 동료의 호출음을 요구도록,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
공자로부터 호출음을 구매하도록 조장한다. 마찬가지로, 1526에서, 동료의 이미지는 가입자(1200)에 의해 이용될 수 있
으며, 그러한 이미지가 프리미엄 콘텐츠인 경우, 유저가 이미지를 구매할 것을 질의하는 프롬프트는 1526에서 제공된다.
1528에서, 유저는 디지털 콘텐츠가 그들 자신의 폰으로 셋팅되도록 변경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유저(1200)에게 부적합
한 이미지 및/또는 호출음을 동료가 제공했다면, 유저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그들 자시느이 폰에서 그러
한 셋팅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도 16, 17 및 18은 폰(100)에서 디스플레이될 때 개선된 발신자 ID 기능의 다른 면을 나타낸다. 다른 유저들을 위한 가입
자 정보가 폰(100)에 다운로드되면, 도 16, 17, 및 18에 도시된 것과 같은 디스플레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도 16은 가입자 디스플레이의 제 1예를 보여준다. "리챠드"라 불리는 가입자가 디바이스(100)에 전화를 걸면, 리챠드가 제
공한 유저의 이름 및 이미지의 디스플레이(1600)들이 폰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폰(100)의 원래 디스플레가 견본 이미지
(또는 폰의 전체 디스플레이 영역을 점유하지 않는 이미지)를 써포트하는 것반을 포함할지라도, 클라이언트(140)는 폰
(100)에서 OS 서비스들이 기능 메뉴들(1602, 1604)을 작동시키는 소프트 키를 따라 풀 스크린 이미지를 출력하게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유저를 위한 추가적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1606)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에에서, 생일 케이은 리차드
의 생일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것처럼, 많은 폰들은 폰의 메뉴 디스플레이에 가변 명령들을 활성화시
키는 "소프트 키(soft-keys)"를 포함한다. 도 16의 예에서 소프트 키들의 선택(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스크린
하부에 있는)은 이그노어 프롬프트(1602) 및 침묵 프롬프트(1604)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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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하부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 메시지(1704)를 갖는 폰 디바이스(100) 상에서 무비 디스플레이(1702)를 도시
한 것이다. 도 16에서, 이미지는 예컨대 AVI, MPEG, QuickTime은 폰(100)의 플레이백 피쳐들(playback features)에 의
해 지원되는 다른 샘플 비디오 이미지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도 18은 "리차드(Richard)"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또 하나의 실시예이다. 여기시서 추가적인 메타 데이터가 제공된다. 이
정보는 스크린의 바닥 부분(1802)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도시되며, 그리고 오늘이 리차드의 생일임을 나타내는 정보와 함
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로, 주소록과 다른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는 가입자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 사
용자가 접촉을 가지는 미팅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폰의 원래 캘린더를 차지한다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이 정보를
빼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사용자의 마지막 또는 장래의 접촉을 가지는 미팅들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이 정보는, 동기화 서버가 본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을 때, 싱크 사용자 어커운트(sync user account)로부
터 빼내질 수 있다.
도 19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90)까기 웹 브라우저(180)를 거쳐 서버(160)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1900)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1910)는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에게 쉽게 인식되는 다수의
표준 특징들을 가진 메뉴 바(1905)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 대해 네비게이션 특징들
을 포함하는 메뉴 바(1910)가 제공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900)는 웹 서버(180)에 의해 공급되는 URL을 거쳐 접근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1900)는 "호출자 ID" "홈" 메뉴 옵션(1952), 접촉 메뉴 옵션(2000), 개인 메뉴 옵션(2100), 내 이미지
메뉴 옵션(2200), 내 링톤(ringtones) 메뉴 옵션(2300) 그리고 내 세부 메뉴 옵션(2400)을 가지는 메뉴 바(1950)을 포함
한다. 웰컴 스크린은 로그아웃 계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전화 번호에 기초하여 웰컴 메시지를 연결하고 디스플레
이하는 것을 돕는다.
내 디바이스 윈도우(1940)는 1942에서 사용자의 디바이스 현재 타입 시스템의 이해, 직접 링크 접촉 "호출자 ID 2.0 접촉
"으로 특정된 사용자가 가진 접촉의 수, 사용자가 가진 전체 접촉의 수, 사용자가 가진 개인들의 수, 사용자가 가진 그림의
수, 그리고 사용자가 가진 링톤의 수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1944)를 디스플레이한다. "What's hot"의 라벨이 붙은 추가 섹
션이 그림(1946) 및 음악(1948)과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부가 가치 재판업자(reseller)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자가 부가 가치 서버스 제공자로부터 이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계정에 제
공된다. 내 개인 윈도우(1920)은 접촉 카드 의 형태에서 사용자 존 스미스 및 사용자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주소 카드를
나타낸 것을 포함한다. 최근 더해진 접촉 섹션(1930)은 사용자의 접촉과 관련된 그래픽 묘사와 함께 하이퍼링크(1932)로
서 사용자의 접촉들로의 링크들을 디스플레이한다. 밑줄이 그어져 강조된 페이지 상에서의 용어들 각각은 링크 콘텐트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에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메뉴 바(1950) 상에서의 접촉 링크(2000)의 선택은 도 20a에서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2000)을 일으키는데, 이것
은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접촉들을 관리하는데 적합하게 한다. 접촉 인터페이스(2000)는 접촉 디스플
레이(2020)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사용자에게 접촉들을 나열하고 편집하는 다수의 옵션들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드랍 다
운 박스(22022)를 통해 다수의 다른 타입의 사용자 중 어느 하나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도 20a에서 보여지는 도면은 일련
의 접촉(1040)에 대한 리스트 도면에 관한 것이다. 각 접촉들은 열(2042)에서 사진 묘사, 열(2044)에서 이름 디스플레이,
열(2046)에서 별명, 열(2048)에서 그 사용자와 관련된 링톤, 열(2050)에서 드랍다운 박스들을 통해 선택될 수 있는 할당
된 개인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각 사용자는 열(2041)에서 초대 링크(invite link)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열(2052)에서
의 틱 박스(tick boxes)는 사용자가 삭제 아이콘(2054)의 선택을 통해 즉시 삭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접촉들을 선택하도
록 한다. 사용자 접촉의 하이퍼링크들 중 하나의 선택은 서버(180)로 하여금 사용자가 그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하게 한다.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도 20a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능성은 마찬가지로 폰 상의 스크린 상에 제공될 수 있
다. 도 20b - 20m은 사용자 폰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접촉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도 20a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상태 정보(모든 접촉, 앞선 ID 접촉, 개인, 이미지 및 링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 "마지
막으로 성공한 동기화"를 디스플레이 하는 초기 시작 스크린을 보여준다. 소프트-키 메뉴 아이템들에 의해 이 지점에서 사
용자에 제공되는 옵션들은 사용자가 2062에서 싱크를 시작하도록 하게 하거나 또는 2064에서 다른 옵션들을 선택하도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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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C는 사용자가 접촉 인터페이스 개인 인터페이스, 싱크 지금 지시, 또는 더 세부적인 설정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도
20b에서의 "옵션들" 링크의 선택으로 부터 나오는 메뉴(2066)을 보여준다.
도 20D에서, 사용자가 도 20C에서 접촉을 선택한다면, 접촉의 리스트(2068)가 디스플레이 된다, 사용자는 선택을 위한 디
스플레이에서 사용자를 강조하도록 소프트 키 그리고 폰 상에서의 어떤 다른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접촉의 선
택은 그 접촉에 대한 기록을 연다. 임의로 옵션 메뉴(2070)는 접촉이 앞선 ID 접촉인지 아닌지에 따라 디스플레이된다.
도
할
과
도

20E에서, 사용자는 도 20D에서 옵션 버튼(2064)를 선택함으로써 앞선 ID 접촉에 대한 옵션 메뉴(2072)를 디스플레이
수 있다. 이 메뉴는 사용자가 접촉을 열도록 할 수 있고, 개인을 접촉에 할당하도록 할 수 있고, 접촉을 본 발명의 시스템
함께 가입으로 초대하도록 할 수 있고, 또는 특별한 접촉에 대한 호출자 ID를 디스에이블시키도록 할 수 있다. 도 20F는
20D에서 선택된 접촉이 앞선 ID 인에이블 접촉이 아닌 경우의 옵션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도 20F에서 사용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2개의 옵션은 접촉을 여는것 또는 시스템과 함께 가입안으로 접촉을 초대
하는 것이다.
만약에 앞선 ID 접촉이 (도 20E로부터) 열린다면, 도 20gdml 스크린이 디스플레이 된다. 도 20g의 묘사는 특별한 접촉 및
애나 K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동료 개인 중의 한 멤버이고 "NYC에서의 애나"로 이름 붙여 할당된 그림을 가지고
있고, 별빛 미디(moonstar.midi) 링톤을 할당받고, 별명으로는 "애나"이고, 그녀의 접촉 정보와 관련된 집 번호와 일터 번
호를 가진다. 이러한 아이템 각각은 폰 상에서 선택 입력을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엔트리 버튼을 누름으로써 선택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NYC에서의 애나 선택을 누름으로써 도 20H에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접촉과 관련된
그래픽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된다. 별빛 미디 링톤을 선택하면 도 20I에서 보여지는 도면에서의 링톤이 연주된다. 별명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폰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인터페이스 20J를 통해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을 선택하면 도 20K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바꾸기 개인 메뉴를 불러온다. 바꾸기 개인 메뉴는 사용자와 관련된 현
재의 개인들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용자를 바꾸도록 하나 이상의 개인들을 선택하게 한다. 만약 사
용자가 예를 들어 동료 개인을 선택하면 도 20L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메시지 동료 개인이 애나 K에 할당되었다라고 지
시하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된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자 ID를 디스에이블 시키도록 선택한
다면 경고 메시지가 도 20M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디스플레이된다.
도 19에서 메뉴 바(1950) 내에서의 "개인" 메뉴 아이템(2100)을 누름으로써 도 21A에서 보여지는 개인 인터페이스
(21000)을 디스플레이한다.
도 21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 스크린은 다수의 개인들(2110 및 2112, 2114, 2116, 2118, 그리고 2120)을 디스플
레이하는데, 이것은 사용자에게 개인 이름의 짧은 디스플레이, 괄호 내에 개인이 할당받은 사용자들의 번호, 그리고 사용
자가 다른 개인들에게 개인 내에서 디스플레이하는 이미지, 사용자가 다른 개인들에게 디스플레이하는 이름, 그리고 사용
자가 다른 개인들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링톤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의 성분들은 개인의 추가적인 성분들을 포함하거나 또
는 웹 페이지 상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용가능한 실질적 재산에 따라 개인의 성분들을 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도 21B - 21N은 폰 디바이스 상에서의 인터페이스(2100) 내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기능을 나타낸다.
도 21B는 소정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된 개인들 각각으로의 링크들을 포함하는 개인 메뉴(2130)을 보여준다. 도 21B에서
이것들은 "디폴트(default)" 친구, 동료, 가족, 여자친구, 그리고 블록화된 호출자이다. 옵션 소프트 키 메뉴의 선택은 도
21C에서 보이는 메뉴를 불러오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열고, 새로운 개인을 생성하고, 현재의 개인을 편집하고, 또는 현재
의 개인을 삭제하도록 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디폴트 개인과 같은 개인을 연다면, 도 21D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보여진
다. 도 21D에서의 디스플레이는 소정의 "디폴트" 개인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이름이 디스플레이되고, 관련된 이미
지 "F1 로고(logo)"가 디스플레이되고, 링톤 "moonstar.mid"가 디스플레이되고, 개인과 관련된 별명이 디스플레이 되고,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일터 번호와 집 번호가 디스플레이된다. 이름을 네비게이팅하고 폰 입력 선택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선택함으로써 개인 이름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소프트 키를 "ok" 및 "할당"으로 바꾸는 선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도
21E에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온다. 할당된 소프트 키를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도 21F에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나
오는데, 이것은 사용자에 의해 이 특별한 개인에게 할당된 것이 어느 것인지를 보여준다. 21C로 돌아와서, "새로운"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도 21D에서 보여지는 템플릿이 나온다. 템플릿 내에서의 모든 아이템들은 비어있으며, 이
것은 사용자가 소프트 메뉴 선택 버튼을 통해 도 21D에서 도시된 엔트리들 각각에 대한 아이템들을 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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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메뉴 엔트리는 도 21G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폰 번호이다. 도 21D에서의 더하기 이
름 선택을 누름으로써 결과적으로 도 21H에서의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폰의 텍스트 엔트리 방법을 통
해 개인의 이름을 들어가도록 한다. 도 21I는 "멀티탭"의 선택에서 소프트 키를 보여주며, 도 21H의 기반에서, 도 21H는
멀티탭, 번호, T9 워드 엔트리, 또는 심벌과 같은 텍스트에 대한 사용자 몇몇의 입력 방법을 허용한다. 이름이 도 21H에서
특정된다면, 개인의 이름을 보여주는 도 21J의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된다. 도 21K는 언제 사용자가 더하기 소프트 키
를 도 21J에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픽을 더할 선택과 관련된 엔트리를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론 낸다. 도 21K
는 "폰 상에서" 있는 그러한 그래픽 또는 이미지 엔트리들을 디스플레이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엔트리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만약 사용자가 "새" 엔트리를 선택한다면 21L에서 보여지는 것이 디스플레이된다. 마찬가지로,
도 21M은 사용자에 대해 이용가능한 링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도 21M은 링톤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것들을 디스플레이 한다.
도 22는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하며, 상기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라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이미지들은 컬럼(22/20)에 디스플레이되며, 결합된 애칭
은 컬럼(22/40)에, 그리고 편집 기능 하이퍼링크는 컬럼(22/50)에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사용자(2110)에 대한 디폴트 이
미지가 디스플레이되어 상기 사용자 페르소나를 생성하는데 상기 디폴트 이미지가 사용될 것이다. 브라우즈 선택 버튼 및
제출 버튼(2216)을 포함하는 업로드 인터페이스(2212)는 사용자가 다양한 이미지들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는 것을 허
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프리미엄 다운로드 섹션(2660)은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 컨텐트로의 사용자 링크들이 다운로드
되어 상기 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자의 조건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도로 제안한다.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벨소리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를 도시하며, 이는 상기 웹 서버(180)에 의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웹 브라우저에 제공된다. 나의 벨소리 윈도우(2310)는 업로드되거나 이들의 계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벨소리
목록(2320)을 포함한다. 상기 벨소리의 명칭은 컬럼(2320)에, 예술가는 컬럼(2330)에, 그리고 미리보기는 하이퍼링크
(2340)에 도시된다. 유사하게, 사용자에 대한 디폴트 벨소리는 이미지 업로드 인터페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업로
드 인터페이스와 2312에 디스플레이된다. 다시, 부가가치 다운로드 섹션(2350)은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자가 상기 인
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 의해 다운로드 가능한 부가가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브라우즈 버
튼(2315)과 제출 버튼(2316)을 포함하는 업로드 인터페이스(2314)는 사용자가 잘 알려진 방식으로 자신의 계정에 대해
벨소리 선택들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도 24는 도 19의 바(1950)에서 링크(2400)를 선택하지 마자 MY Details 인터페이스(2400)를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인터
페이스(2400)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의 계정과 결합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 섹션(2412)는 상기 사용
자가 상기 사용자의 제 1, 중간 및 마지막 이름과 상기 사용자의 애칭 그리고 상세한 개인 정보(에컨대, 사용자의 생일, 기
념일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를 입력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정 정보 및 사업 정보 섹션(2420 및 2430)은 상기 사
용자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수많은 컨택 지점들 및 컨택 번호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 상기 컨택 지점들 및 컨
택 번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가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홈 정보 및 비지니스 정보 구역(2420 및 2430)은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접촉 포인트 및 상술한 설명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
금 페르소나(personas)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에 대한 접촉 수를 특성화하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이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관하여 도시되고 설명된 것과
같이 동기화 시스템에 따라 실행될 때, 도3에서 도시한 것과 다른 추가적인 구성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도25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많은 사용자와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따라 실
행된 동기화 서버(2550)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시하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개선된 ID 관리 서버(2510)은
서버(160) 및 서버(160)의 구성요소들의 서브 세트를 포함할 수 있으나, 적어도 관리 응용(170)(management
application) 및 가입자 기록들(2522)을 보유한 페로소나 데이터베이스(2520)에 사용자 정보 스토어(2520)를 포함한다.
상기 동기화 서버(2550)는 가입자(100-1)의 많은 동료들에 대하여 총 동기 기록들(2524,2528,2530)을 제공한다. 동기
식 서버(2550)은 동료 사용자(100-3,100-4 및 100-5)와 함께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
에 개시된 동기식 메카니즘과 통신한다. 직접적인 통신이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통하여 변화하기 보다 오히려,
미국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는 6,757,696에 개시된 것과 같은 트랜잭션(transaction) 데이터 패키지들이 클
라이언트(100-3 ~ 100-5)에 변화된 로그들을 분배함으로써 페르소나 정보를 통신한다. 상기 사용자들은 상술한 바와 같
이 폰 인터페이스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서버(2510)과 통신한다.
도26은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동기식 서버 시스템, 개선된 ID 서버 및 클리이언트 시스템의 더 상세한 대체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2에는, 상기 서버 시스템은 폰(100)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스탠드얼론(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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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장치로서 도시된다. 도26에서는, 미국 특허 번호 6,671,757에 대하여 설명한 것과 같이 폰(100-6)은 동기식 클라
이언트(2610)뿐만 아니라, 응용 클라이언트(140)을 포함하여 도시되었다. 개선된 ID 시스템 서버(2640)은 사용자 컨텐츠
기록들(2646)을 가지는 데이터 베이스(510)을 포함하며,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가입자들에 대하여 저장된 페르소나를
포함한다. 또한 서버(2640)는 상술한 도면에서 개시된 인터페이스 스크린들에 기반한 웹을 제공하는 웹 서버(2660)을 포
함한다. 클라이언트 청취자 엔진(2650)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2640)의 서버측에 직접적으로 변화들를 입력하기 위해
서 클라이어느 응용(2675)와 통신한다. 변화 로그 아답터 엔진(2640)은 상기 동기식 서버(2650)에서 또는 그로부터 변화
들을 통신하도록 한다. 또한 동기식 서버(2620)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동기식 서버는 SyncMo 서버(2626)를 통하여 상
기 동기식 클라이언트(2610)과 통신하며, 그리고 데이터 프로토콜 아답터(2628)을 통하여 개선된 ID 서버(2640)과 통신
한다. 미국 특허 번호 관리 서버(2622) 6,671,757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데이터 스토어(2632) 내에 저장된 동기식 데이터
패키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동기식 엔진(2624)와 통신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의 정보가 임의의 멀티 장치들에 저
장되도록 하며, 상기 동기식 서버의 계정을 가지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보를 가입자의 개선된 ID 시스템과 통합되
도록 한다.
본 발명의 상기 개선된 ID 서비스를 가지는 각 사용자의 계정은 대응하는 총 동기식 사용자의 생성을 요구한다. 상기 동기
식 계정은 상기 장치와 상기 시스템 서버(2640) 사이의 상기 사용자의 컨텐츠들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시스
템 서버(2640)는 사용자의 페르소나 및 정보에 적절한 접촉을 수정한다.
상기 페르소나 기록들은 특별히 추가된 접촉 기록 영역에 의해서 상기 동기식 시스템의 컨텐츠 기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페르소나를 설명하는 변화 로그가 상기 청취 엔진(2640)에 도달될 때, 개선된 ID 엔진(2642)는 영향받은 동료들을 수집하
고, 대응하는 동기식 서버 기록을 발견하며, 그리고 상기 동기식 서버로 돌아가는 새로운 페르소나 정보를 보유한 수정된
접촉 트랜잭션 변화 로그를 제공한다. 상기 동시식 서버는 이러한 수정된 트랜잭션을 특허 번호 6,671,757, 6,694,336, 또
는 6,757,696의 설명에 따라 직접적으로 링트된 동료들의 동기식 계정에 추가한다. 이러한 버디들의 다음번 동기에서, 각
각의 파티는 사용자가 서명한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갱신된 접속 기록을 복원한다. 일단, 상기 동기화 서버(2650)와 상기
시스템 서버(2640)가 접속되면, 상기 시스템 서버는 접속 기록에 필드를 추가함으로써 소정의 버디가 어떤 페르소나에 할
당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디바이스 100-6 는,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북과 동기화되는 디바이스 싱크 클라이언트(2610)를
동기화 서버(2650)에 의해 제공되는 체인지 로그(change logs)들과 병합한다. 고유의 데이터 베이스(150) 및 어플리케이
션 ID 데이터 베이스(2602) 둘 모두는, 본 발명에 따른 진보된 ID 시스템을 위한 기록들을 저장하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도27은 복수개의 서브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측 어플리케이션을 도시한 도면이다. 클라이언트(27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2710), SMS 청취자(2712), 통합된 호출 관리(2714), 엔티티 관리자(2716),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2718), 동기화 층(2720)(미국등록 특허 US 6,671,757의 기술이 사용된다면), 세팅 관리자(2722), 어플리케이션 세팅 데
이터 스토어(2724)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2700)는, 전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스크린들을 표시하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다양한 구성예에서, 전화기의 고유 어드레스 북(150)의 일부분들과 어플리케이션에 특정한 제
2 의 데이터 스토어(2718)는 디바이스에 대한 진보된 ID 정보를 저장한다. 먼저 논의된 바와같이, 가입자가 전화기 100-6
에 접속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2700)은 인바운드 호출(inbound call)을 수신하고 지원된 디바이스의 강건함에 의존
하여, 예를 들면, 메타 데이터 또는 비디오 클립을 구비한 풀 스크린 이미지 오버레이를 포함하는 커스텀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표시한다. 통합된 호출 관리(2714)는 사용자로 하여금, 응답하기, 음성메일로 보내기, 호출자의 공개된 정보가 구비
된 어드레스 북을 자동적으로 배치함으로서 호출을 차단하기와 같은 전화와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을 가능케 한다. 상기 엔
티티 관리자는 페르소나 및 클라이언트 자체의 버디 정보를 관리한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된다. 동기 층(2720)은, 미국등
록특허 US 6,671,757에 개시된 바와같은 동기 서버와의 동기화를 지원한다. 세팅 관리자(2722)는 어플리케이션(현재의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가 방해받지를 원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음)에 관한 사용자의 선호를 관리하며, 이는 어플리케
이션 세팅 스토어(2724)에 저장된다.
도28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베이스(2718) 혼자 또는 고유의 데이터 베이스(150)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기본적인 클라이언
트 객체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8에 도시된 바와같이 사용자를 위한 콘텐트 정보의 각각의 사례(instance)(2180)에서,
상기 사례는 이메일 정보(2812), 전화 번호 정보(2814), 주소 정보(2816) 및 지역 ID(2822) 및 글로벌 ID와 같은 다른 콘
텐트 정보(2822)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각각의 콘택 사례(2810)는 페르소나(2810)에 관련되며 식별자에 의해 신원확인된
각각의 페르소나는 사용자에 관련된다. 버디 기록들(2830)은 버디 식별자, 서명된 페르소나, 어떤 타입의 버디들인가(링
크 타입), 버디 정보가 가장 최근에 갱신되었을 때의 파일된 표시(indicating)를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이메일 정
보는 이메일 타입 목록(enumeration)(2824)를 포함하며, 전화 번호 정보(2814)는 전화 번호 목록(2826)을 포함하며, 어
드레스 정보(28316는 어드레스 목록(2832)(직장 주소들 또는 홈 주소들)을 포함하며, 콘텐트 정보(2822)는 디지털 콘텐
트에 대한 자유롭거나 또는 권리화된 정보(283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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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는 도27의 엔티티 관리자(2716)를 도시한 도면이다. 페르소나들 또는 버디들은 집합적으로 엔티티들이라고 언급되
며 엔티티 관리자(2900)에 의해 관리된다. 전에 언급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
히 강건한 주소 데이터 북을 지원하는 이용가능한 디바이스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27에 도시된 바와같은 확장된 데이터 베이스(2718)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엔티티 관리자
(2900)는 이러한 2개의 데이터 저장소들을 제어한다. 문제의 특정한 플랫폼에서의 특성들(peculiarities) 때문에, 엔티티
관리자(2900)는 버디와 시스템 어드레스 북 및 추가적인 데이터 베이스로부터의 페르소나 객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한다
(직렬화한다). 엔티티 관리자(2900)는 중앙 지점에서 상기 직렬화된 코드를 수집하고 데이터 세트의 확장이 추가적인 필
드들을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엔티티 관리자(2900)는 직렬화된 버디 및 페르소나 기록들(2820, 2830)을 각각 생성하고
시스템 어드레스 북, 사용자 인터페이스(2710) 및 2912에서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는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한다.
도30, 31, 32, 33 및 34는 도7에 도시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체적인 구성예를 도시한다. 옵션적인 구성(3002)이 도30에
도시되는 바, 도30에서는 고유의 강건한 어드레스 북(3010), 강건한 SyncML 클라이언트(3020), 및 강건한 동기화 서버
(3030)가 제공된다. 이러한 구성예에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3002)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한다. 대부분의 관리 및 페르소나 정보의 주입은 서버(3030)에서 행해진다.
대부분의 현재 클라이언트들은 고유의 강건한 어드레스 북들 및 SyncML 클라이언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
21에서는 클라이언트(3102)가 진보된 ID 서버(160)와 통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체적인 구성예가 제공된다. 상기 서버
(160)는, 도31에 도시된 공유된 통신 프로토콜들을 통해 클라이언트(3102)와 통신한다. 클라이언트(3102)는 주소록 프록
시(3120)가 되는 프로토콜 엔진(3110)을 포함하며, 제한된 본래의 주소록(150) 및 지원 데이터베이스(2718) 모두를 이용
한다. (엔티티 관리자(2900) 또는 일부 다른 형태의 프록시 메커니즘과 같은) 주소록 프록시(3120)는 각 저장소들(2718
및 150)간의 정보 저장 및 통신들을 관리한다.
다른 또 하나의 대안 구성이 도 32에 도시된다. 도 32에서, 로버스트(robust) SyncML 서버가 로버스트 SyncML 클라이언
트(3120)와 통신하지만, 데이터베이스(2718)와 주소록(150)간의 정보를 분할하기 위해 주소록 프록시(3120)를 이용한
다.
도 33에서, 제한된 SyncML 서버는 퍼소나에 요구되는 일부 동기화 정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모든 필요한 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화기의 SyncML 클라이언트는 제한된 동기화 또는 필드 지원만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60)는 주소 및 전화번호 동기화를 지원할 수 있지만, 영화들 및 링톤들의 다운로딩은 지원하지 않는다. 본 실
시예에서, 서버(3310)는 제한된 SyncML 클라이언트(3130)를 통해 일정한 정보를 통신하기 위해 시스템들 서버(160)와
협력하며, 다른 정보는 전화기의 프록시(3312)에 직접적으로 통신된다. 멀티미디어 정보가 지원 애플리케이션들(3310 및
3320)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보다 기본적인 정보는 프록시(3312)에 제공된다. 주소록 프록시(3120)는 데이터베이스
(2718)와 주소록(150)간의 정보를 분할시킨다.
도 34에서, 클라이언트는 정보가 본래의 로버스트 주소록(3402)에 저장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 33과 동등하다.
도 35는 미디어 관리자(3505) 및 일 미디어 정보와 관련된 기록들을 도시한다. 시스템은 디지털 권한 미디어 관리를 지원
한다. 미디어관리자 객체는 다른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들은
미디어 업로딩, 미디어 다운로딩 및 미디어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 각 장치는 서로 다른 성능들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치들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초의 포맷으로부터의 트랜스코딩 미디어 객체가 종종 요구된다. 트랜스코딩은 한
타입의 장치 또는 전화 상의 하나의 포맷의 미디어가 다른 타입의 전화들에 대해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제 1 사용자의 전화가 JPG 포맷으로 사진을 생성하지만, 수신하는 사용자 전화는 GIF 만을 지원하는 경우, 시
스템 서버는 수신하는 사용자 전화에 대한 서버의 지식에 기초하여 이미지의 포맷을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러한 동
일한 과정은 타겟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에 소정의 특성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트랜스코딩은 실제 변환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미디어의 대안적인 버전을 간단히 선택하는 것 만
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자는 2개 이상의 포맷들의 전화벨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절한 포맷
을 선택하여 수신 사용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요구하는 미디어가 미디어 객체를 요구하면, 트랜스코딩은 서버에 의해 수
행될 것이며, 트랜스코드된 미디어는 장치에 자동적으로 전송될 것이다. 클라이언트들은 이들이 통신 프로토콜로 공급되
는 기능을 이용하여 막 다운로드하려고 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를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용가능한 트랜스코드된 미디어에 관한 관련 정보를 반송할 것이다. 서버는 또한 다른 크기(예를 들어, 풀 스크린 사진 및
주소북 내의 컨택에 대한 극히 작은것(thumbnail))의 동일한 미디어(예를 들어, 이미지)의 복수의 포맷들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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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주문형 트랜스코드 지원(transcode-on-demand support)을 제공할 수 있다. 도 35는 본 발명 및 클
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권리 미디어 기록 포맷을 나타낸다. 미디어 관리자(3505)는 임의 미디어의
정보가 장치에서 이용되는 지의 여부, jpeg, mp3 영화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것이 지역적으로 구현된 메디아의 조
각인지 또는 가산치가 부여된 제공자로부터의 메디아 인지를 결정하는 제 1 결정을 결정한다. 메디아 매니저는 메디아 위
치, 그것이 다운로드 가능한지 또는 업로드 가능한지 등등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고유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가산치가 부여된 제공자로 하여금, 서버 또는 클
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또는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업로드된 또는 다운로드된 임의의 메디아를 체크하여 그
곳에 함유된 정보가 디지털화된 관리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메디아 기록(3510) 메디아 기록 타입(지
역적 또는 것도 아닌) 및 식별자, 사이즈 하시 값, 포뮬러 식별자, 및 위치를 기록한다. 메디어 포맷(3512)은 이미지 포맷
(3514), 링거 포맷(3516), 비디오 포맷(3518)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포맷 타입은 3520에서 도시된 바와같
이 JPEGs, PNGs, 및 GIFs 를 포함한다. 링톤 포맷은 미디-타입 또는 MP3 웨이브 또는 특별한 awp 포맷이 될 수 있다. 상
기 비디오 포맷은 mpeg, wmp 파일, quicktime 또는 avi 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시스템 수정이 없이도 이미지들, 링거들,
비디오클립들을 위한 추가적인 포맷들은 손쉽게 추가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시와 설명을 위해서 제공되었다. 이는 본 발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태에
국한시키거나 또는 본 발명을 속속들이 규명하고자 함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변형들 및 변화들이 상기 개시의 관
점에서 가능하다. 상술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 및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최상으로 설명하며, 이에 따라 기술분야
의 당업자들이 본 발명을 예기되는 특정 사용에 적합한 바와같은 다양한 실시예들 및 다양한 변형들로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본 발명의 범주는 하기의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적당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시된(established) 서비스의 비가입자에게 초대를 제공하는 제 1 방
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비가입자에게 초대를 제공하는 제 2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가입자와 관련된 페르소나들 및 페르소나 그룹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의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전화기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향상된 인식 서비스로 새 유저를 가입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 장치, 서버 및 서버 인
터페이스에서 발생되는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9는 시스템이 미국 특허 제 6,671,757호에 따른 동기화 시스템에 사용될 때 어떻게 유저 계정이 생성되는지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0은 어떻게 새 가입자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 인터페이스의 서버상에서 안정되는가(established)를 도시한 순서도
이다.
도 11은 어떻게 유저가 새 전화기를 이용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계정을 미리 갖고 본 발명에 따른 서버와 상호동작할 수
있는지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에 따라 유저/가입자에게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하는 유즈 케이스 디아그램(use case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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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에서 유저/가입자에게 유용한 접속 관리를 설명하는 유즈 케이스 디아그램(use case
diagram)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에서 유저/가입자에게 유용한 페르소나 제어 기능들을 설명하는 유즈 케이스 디아그램(use
case diagram)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에서 유저/가입자에게 유용한 멀티미디어 제어 기능들을 설명하는 유즈 케이스 디아그램
(use case diagram)이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 전화기에 제공되는 향상된 ID 스크린의 일예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전화기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향상된 ID 스크린의 일예이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라 전화기에 제공되는 제어 기능들을 포함하는 향상된 ID 스크린의 일예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라 웹 브라우저를 경유하는 중에 향상된 ID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저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홈 스크
린의 일예이다.
도 20A는 본 발명에 따라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웹 브라우저를 거친 접속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예이
다.
도 20B ~ 20M은 전화기와 같은 클라이언트 장치상에서 도 20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특징을 제공하는 접속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화기와 같은 클라이언트 상에 제공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스크린들의 일예이다.
도 21A는 본 발명에 따라 웹 서버상에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인격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예이다.
도 21B ~ 21N은 도 21에 도시된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 셀룰러 폰 같은 클라이언트 장치에 제공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
스 스크린들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라 유저가 이미지들을 관리하도록 서버상에 제공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스크린의 일예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라 유저가 멀티미디어를 관리하도록 웹 브라우저 내의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유저 인터페이
스의 일예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라 유저가 본인의 계정의 상세항목을 관리하도록 본 발명에 따른 서버에 의해 웹 브라우저
내에 제공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예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미국 특허 제6,671,757에 개시된 동기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체 가능한 클라이
언트 서버 구성이다.
도 26은 도 25의 시스템에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라 다수의 참가자 및 가입자들을 통합한 것을 도시한다.
도 27은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구조의 일예이다.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예시한 정적구조이다.
도 29는 도 28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구조에 이용되는 엔티티 메니저의 정적 구조이다.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대체 가능한 구성의 일예이다.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대체 가능한 클라이언트 구성이다.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대체 가능한 클라이언트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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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대체 가능한 클라이언트 구성이다.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대체 가능한 클라이언트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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