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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좌표 경로점에서 메시지를 액세스하고 기록하는 시스템 및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CMRS)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특정 좌표 경로점에 메시지를 남기고 검

색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휴대하거나 수송하며 네트

워크 내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특정 좌표 위치에서 메시지를 기록하거나 볼 수 있다. 장치의 위치는 그 장치가 기동되

고 네트워크의 물리적 경계 내에 있는 동안에 그 장치나 네트워크에 의해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 계산된다. 네트워

크 가입자는 그들의 인터페이스 장치가 어떤 물리적 좌표 위치에 중심을 둔 지역 내로 들어올 때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네트워크의 경계 내의 임의의 좌표점에 개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어떤 기술자가

어떤 자산에 관한 물리적 근접 한계 내로 들어오면 그 자산에 대한 정보의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CMRS), 119 긴급 구조, GPS, 좌표 경로점, 데이터 관리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 요소의 개관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차량 기반 실시예 및 사용자 장치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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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시스템이 가입자 장치의 위치를 모니터하고 메시지 전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예시적인 발신 장치 비컨 신호 `및 그에 포함된 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예시적인 우선 코드 비트 테이블,

도 6은 메시지가 위치와 관련될 수 있도록 좌표 경로점을 기록하고 그 좌표 경로점과 관련된 메시지 코드를 수신하는

순서를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사용자의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메시지 코드와 관련된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다른 두 가지 경로를 도

시한 도면,

도 8은 사용자의 통신 장치에 일체화된 키보드를 이용하여 메시지 코드와 관련된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다

른 경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 인터페이스와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시지 코드와 관련된 메

시지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다른 경로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어피니티 그룹을 갱신하고 생성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어피니티 그룹 특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갱신 또는 생성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어피니티 그룹의 모든 회원

들에게 전송하는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사용자의 통신 장치에 메시지를 기록하고 이 메시지를 어피니티 그룹의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WWW 인터페이스나 장치의 직접 이용을 통해 어피니티 그룹의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절차를 나타

낸 도면,

도 14는 서로 가까워지는 어피니티 그룹 회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사용자 장치의 위치 탐색이 네트워크 자체에 의해 수행되는 본 발명의 일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6은 사용자 장치의 위치 탐색을 수행할 때 시스템과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흐름도 형태로 도시한 도

면,

도 17은 사용자 장치의 위치 탐색이 사용자 장치 자체에 의해 수행되는 본 발명의 일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8은 사용자 장치 자체가 삼각 측량 기능을 수행할 때 시스템과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흐름도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무선 수신 타워

101, 106, 107 : 통신 링크

102 : 사용자 통신 장치

103 : 데이터 관리 서버

104 : HTTP 서버

105 :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좌표 경로점들에서 메시지를 액세스하고 남기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형

사용자 지원 또는 차량 탑재 무선 컴퓨팅 및/또는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무선 네트워크 가입자 장치의 물리

적 좌표 위치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기술과 일체화되어 감에 따라 무선 정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

전화, 무선 호출기, 개인 통신 장치, 착용식 컴퓨터, 휴대형 및 차량 탑재 GPS 장치, 및 무선 개인 단말기(PDA)가 흔

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들 장치들은 이동 중의 사용자에게 고객맞춤형 콘텐트와 특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실용적

인 것은 특정인에게 장치의 물리적 위치를 적시에 전송하는 위치 탐색 시스템이다. 전역 위치 탐색 시스템(global pos

itioning system; 이후 GPS라 함)에 의해 사람들은 수미터의 정밀도 내에서 지구상의 임의 지점에서의 그들의 위치

를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의 근간은 다른 무 엇보다도 시간을 나타내는 동기 신호를 전송하는 17개의 저

궤도 위성으로 구성된 NAVSTAR 위성단이다. 원래는 위치 및 세로좌표 안내 시스템에서 군사용으로 의도되었던 이 

시스템은 지금은 공용 및 상용에 이용되고 있다. 개인들은 단지 기백 달러 정도의 휴대형 장치를 갖고서 걸어가거나 

운전하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알고, 좌표 경로점을 기록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도로 보고, 이

동한 경로를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고급 차종에서는 표준 사양이 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도로 지도 상에 표시

되어 있는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또는 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장치들은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3

개의 위성으로부터의 삼각 신호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작동한다. 시간 동기 신호들의 도달 시간차에 의해 장치는 그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GPS가 갖는 문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위성 신호 자체

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무, 터널, 고가도로 등과 같은 장애물은 수신기의 신호 수신을 방해할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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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및 무선 네트워크도 이런 종류의 위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삼각 측정법, 신호 강도 측정법, 입

사각 측정법, GPS 오버 셀룰러, 및 이들 기법의 조합을 통해 셀룰러 네트워크는 상당한 수준의 정밀도로 운전자의 위

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많은 셀룰러 타워가 서로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셀룰러폰 사용

자의 위치를 수십 미터 정밀도로 찾아낼 수 있다.

1998년에 미연방 통신 위원회(이하 FCC)는 호출을 적당한 운영자에게 접속시켜 호출자의 전화번호를 전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출 발신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 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911 또는 E911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이후 CMRS) 공급업자에게 그들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규칙을 위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응급구조 상황실(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이 911 호출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

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기술과 전송을 증진하려는 무선 산업계, 정부, 그리고 지역 911 직원들 간의 합의에 따

라서 E911 규칙을 채택하였다. 무선 E911 서비스는 무선 전화가 유선 전화와 동일한 911 호출자 위치에 대한 필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CMRS 제공업자는 강화된 위치 정보의 전송을 2 단계

로 달성할 예정이었는데, 단계 I은 1998년 4월 1일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서 E911 규칙은 지금은 단계 I에 대해서는 

1998년 4월 11일자로 개시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자동 번호 식별(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ANI)과 911 호

출을 수신하는 셀 사이트나 기지국의 위치를 지정된 911 PSAP으로 전송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능력에 의해서 PSA

P 직원은 911 호출이 단절되어도 재호출할 수 있고 긴급 구조대의 신속한 파견을 도울 수 있는 개괄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계 II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1일 개시하며 통신 사업자들은 핸드셋 기반 및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위한 페이스

드 인 타임테이블(phased-in timetables)에 따라서 더욱 정확한 호출자의 자동 위치 정보(Automatic Location Infor

mation; ALI)를 전송할 예정이다. 단계 II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은 담당 통신 사업자들이 실효치(Root Mean Square;

RMS)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경우의 67 퍼센트에서 단지 125 미터의 반경 내에서 경도와 위도로서 911 호출의 위치

를 지정된 PSAP에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단계 I이나 II를 구현할 통신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현재의 규칙에서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1) 통신 사업자가 그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가진 P

SAP으로부터 수신했다는 것과, (2) 서비스 가격을 회복하는 메카니즘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 II에 대한 CM

RS 공급자의 해결책은 네트워크나 핸드셋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만일 통신 사업자들이 단계 II 배치에 대한 핸드셋

기반 해결책을 선택한다면, 이들은 PSAP 관련 전제 조건에 상관없이 2001년 3월 1일 이전에 단계 II 적합 핸드셋을 

팔고 작동시키기 시작하여야 한다. 1999년 11월에 FCC는 가격 회복 규칙을 수정하여 통신 사업자가 E911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전에 가격 회복 메카니즘이 적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변경하였다. FCC는 PSAP 가격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메카니즘이 적절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확증하였지만, E911 구현에 대한 장해인 통신 사업자의 E911 가

격이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폐지하였다.

E911의 성공적인 구현은 911을 범용 번호로서 확립하여 무선 전화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내에 있든지 상관없이 단

순히 911을 다이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선 서비스 제공업자는 긴급 구조대가 호출자의 위치로 

파견될 수 있도록 호출과 동시에 911 운영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 무선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은 무선 서비스 제공업자 자

신은 물론이고 911 운영자를 채용하고 호출 수신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지방 정부로서도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이것

이 바로 무선 서비스 제공업자의 불만 사항이었다. 이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

시켜 이익 마진을 감소시키고 어떠한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적절한 비용 회복 메카니즘

없이는 E911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따르기를 꺼려해 왔다. 무선 서비스 제공업자들로서는 E911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을 갖기를 원했을 터이다. 그와 같은 메카니즘

은 CMRS 제공업자에 더욱 매력적인 FCC 단계 II 명령에 따를 것이며 그들의 상용 서비스를 확장하여 위치 특정 내

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그들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네트워크 작동 이동 전화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형 기술로는 3가지가 있다. 넓은 의미로서 이들은 네트워크 구현

, 핸드셋 구현, 또는 이들의 혼성 구현의 범주에 속한다. 네트워크 기반 응답은 도달 시간(time of arrival; TOA), 도달

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 및 도달각 기반 진폭차(amplitude difference based on angle of arriva

l; AD-AOA)라 불리는 시스템들의 조합에 통상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TDOA 하에서는, 3개의 서로 다른 기지국에

도달하는 이동 전화로부터의 신호들 간의 시간차가 측정되어 그 이동 전화의 위치가 계산된다. AD-AOA는 두개의 

기지국에 도달하는 신호의 각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 위치를 산출하고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에 의하여 100 미터

의 영역 내에서의 정확도를 산출한다. 모든 방법들이 현재 실험적 단계에 있으므로 모든 CMRS 네트워크에 대해 운용

될 단일의 표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핸드셋 구현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GPS가 생존가능한 해결책이며 단기적으로 보아 가장 가능성이 큰 해결책이다. 이 

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신호의 저하를 방지하면서 소형 GPS 수신기로도 수십 미터 정도의 장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GPS 장치에 의존하는 핸드셋 구현 해결책은 GPS 시스템이 의존하는 위성들을 추적할 수 있는 칩과 

소프트웨어를 핸드셋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도와 빌딩내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은 네트워크

로부터의 2차 신호를 사용한다.

세 번째 변형 기술인 혼성 시스템은 관측된 시간차(observed time difference; OTD)를 이용하며,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의 도달 시간의 핸드셋으로부터의 업로드 측정에 기초하여 핸드셋과 네트워크 서버 모두

에서 구현된다.

최근에는 단계 II E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부터 상업적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잠재적 비용 

회복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다. 이 메카니즘은 위치 특정 정보 마케팅 정보를 비용을 차감계산하려는 무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Teri Robinson에 의해 2000년 9월 18일자로  Internet Week 에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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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Wireless Application - Location is Everything - Wireless location services may prove that the first law

of real estate is also true for the Net,' 에서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치 탐색 서

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뉴저지 턴파크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경로를 따라 있는, 예컨대 빅맥 햄버거 

두개를 99센트로 떨이 판매한다는 제의로 그를 유인하려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아웃렛, 그 밖의 곳으로부 터 어떤 

제의들을 받을 수 있다. ... 위치 탐색 서비스는 또한 고객들을 실제 상점으로 끌어오도록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소매

상인에게 전자 상거래 전략과 굴뚝 산업 전략을 긴밀히 연관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번즈 노블사(Barnes Nobl

e.com)는 사용자가 3개의 가장 가까운 번즈 노블 상점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팜 VII의 자동 탐색 피쳐를 

지원한다. 응답은 상점 시간, 전화번호, 위치는 물론 책읽기와 사인회 등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논문은 또한 다른 위치 탐색 해결책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해결책들은 그 능력에 한

계가 있으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많이 시도된 진정한 위치 탐색 방법들 중 한가지

는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위치의 집코드(zip code)를 입력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장비나 투자

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 방식이 갖는 문제는 사용자가 서비스 판매업

자에게 위치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정

보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비용 회복 해결책의 다른 예시적인 논의는 2000년 9월호 Technology Review에 게재된 존 아담(John Adam)著 'Int

ernet Every-where'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가 무선 휴대 장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면 무선 휴대 장치

의 가치는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서, 이 논문은 '... 당신이 거리를 따라 걸어갈 때 무선 장

치의 스크린은 여러가지 제안을 가지고서 당신의 관심을 끌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이 같은 서점, 레스

토랑, 또는 쇼핑 센터 근방에 있어도 당신의 배우자의 스크린은 당신의 스크린과는 다를 수 있다. 당신이 특정 상점을 

통과할 때에, 네트워크 상에 저장된 당신의 행동 리스트(To Do list)는 당신에게 그 상점의 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발

견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상기시킨다. 또는 지방 상점은 어느 목요일 오전에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상점은 반경 1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2시간 동안 할인을 실시한다. 또한 이 상점은 개인 친구 목록

을 지형 위치와 혼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블록 내에서 통행하는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된 친구들

은 당신이 구식의 대면 대화에 익숙한 커피숍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상업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기능적 구체예를 발표하기보다는 단계 II E911을 용이하게 하는 동일한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가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상업적 서비스의 장래의 가능한 능력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위치 지정 콘텐트의 다른 가능한 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현과 관련된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CMRS 제공업자들이 E911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들의 무선 네트워크

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 회복 메카니즘의 필요성이 존재함은 명백하다. 그와 같은 메카니즘은 FCC 규칙을 잘 

따르게 하면서도 무선 고객에게 효과적인 E911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소한 CMRS 제공업자를 위한 비용 회복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CMRS 제공업자가 단계 II E911 서비스 제공에 관한 FCC 요구 사항 충족에 관련된 비용의 적

어도 일부를 회복하는 비용 회복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정한 동경 및 위도 좌표 위치, 즉 경로점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좌표 경로점에 붙여진 정보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정의 좌표 경로점에, 즉 특정의 좌표 경로점에 집중시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점에 집중된 지역에 들어갈 때에 이용 가능해지며 이 지역 내에 또는 

근처에 위치한 비지니스 실체에 관련된 상업적 정보를 이동 중에 수신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특정 좌표 경로점에 남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좌표 경로점 근처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 가입자 장치의 특정 좌표 위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적 정보를 상업적 이동 무

선 서비스 네트워크에 푸시(push)하거나 풀(pull)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술자나 검사자가 장비나 하드웨어 설치 장소의 물리적 위치에 접근할 때에 그 설치 장소

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지정된 반경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정 좌표 위치 또는 정보 제공자 위치에 메시지를 원격적으로 붙이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은 좌표 경로점에 메시지를 남기고 그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일

반적으로 달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특정 좌표 경로점에서 또는 특정 좌표 경로점에 중심을 둔 지역에서 메시

지에 액세스하고 그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해서 네트워크 가입자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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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상업적, 개인적, 그리고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고 또한 가입자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개

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본 발명은 CMRS 제공업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E911 서비스와 함께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911 단계 II 조정 능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과 관련된 비용을 회복하는 비용 회복 메카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본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위해서, 가입자 장치라는 

용어는 이동 전화 장치, 차량 탑재 통신 장치, 개인 통신 장치, 통신 가능 착용식 컴퓨터, 개인 단말기, 휴대형 컴퓨터, 

인터넷 장치, 기타 상업적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 가능한 이동 통신 및 컴퓨팅 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착용식 컴퓨터는 

지버노트 코포레이션에 양도되었고 모바일 어시스턴트(Mobile Assistant)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상업화된 미국

특허 제5,844,824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컴퓨터나 그 외에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착용식 또는 사용자 지원 컴퓨팅 장

치를 의미한다.

삼각 측량 기술이나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는 장치 사용자의 상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어 사용자의 선

호를 검사하여 사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위하여 삼각 측

량은 3 또는 그 이상의 신호가 각 위치로 들어오거나 각 위치로 나가는 위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호들의 도달 시간차, 신호들의 상대 강도차, 또는 도달 각도차를 이용하여 위치를 도출해 낸다. 사용자가 동

경과 위도 좌표점에 중심을 두고 어떤 지역 내로 들어올 때, 그의 선호가 이용가능한 특정 종류의 메시지 수신을 허용

한다면 그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수신할 것이다. 그 외에도, 그는 특정 위치를 기록하고 메시지, 파일 기타 다른 정보

를 그 위치에 부착하여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

치는 메시지를 남기고 검색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적으로는 각자에 대해 하나의 인터페이

스를 포함할 것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장치상의 스크린, 소프트웨어, 음성 작동 제어부, 음성 출력부, 푸시 버튼, 가상 

키보드, 및 그들의 조합을 포함할 것이다. 이와 달리 또는 이들과 조합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특정 

위치로 업로드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한 가지 변형으로서,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휴대형 장치를 지참할 것이다. 이 장치는

이동 전화, 통신 가능 PDA, 개인 통신 장치, 휴대형 인터넷 장치, 기타 CMRS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가능한 휴대형 컴

퓨팅 장치일 수 있다. 이들은 이들 장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와 대화할 것이며 특정 물리적 좌표 위치에서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그 메시지를 기록할 것이다. 이들 장치는 그 저장,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능력을 이용하여, 현재의 휴대형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호출하고 정보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저장, 다운로드, 

업로드, 및 재생시킬 것이다. 이 장치는 이 장치를 CMRS 네트워크와 식별시키는 전화 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번호를 

보유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른 변형으로서, 가입자는 무선 전화처럼 기능하며 Sprint?PCS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자신의 차량 내에 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갖는다. 가입자 장치는 CDMA, 광대역 CDMA, 

TDMA, FDMA, 또는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타 다른 이미 알려져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표

준 이동 전화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 장치는 차량의 대시 보드(dash board)에 내장될 수 있는 일체형 또는 

부착형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할 수 있다. 이 스크린은 그래픽 메시지 내용을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선택적으로 네

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도록 이용될 것이다. 기존의 통신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 장치는 이 장치를 네트워

크 내의 다른 장치들과 식별시키고 구별시키는 전화 번호와 같은 고유 코드를 가질 것이다.

모든 실시예에서, 가입자 장치의 고유 코드에 의해서 네트워크는 그 자신을 고유하게 식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용

자의 가입자 장치나 네트워크는 수신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메시지에 관한 선호를 저장할 것이다. 제공될 수 있는 메

시지 종류로는 개인 메시지, 역사적 메시지(예컨대,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전해주는 노변을 따라 전시되어 있

는 장식 액자), 정보 메시지(예컨대, 교통 메시지, 사고 정보, 우회 경로 정보 등), 상업적 메시지(예컨대, 사용자 위치 

근처에 있는 지역 상점의 광고), 동적 메시지, 및 방향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가입자의 메시지가 특정 좌표 위치에 특정 메시지를 남기는 옵션으로서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은 가입자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용이하게 될 수 있다. 가입자는 단순히 특정 위치에서 버튼을 눌러서 가입

자 장치가 그 물리적 위치를 저장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가입자는 그가 메시지를 그의 장치 내에 음성으로써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기록'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특정 위치로부터 가입자 집으로의 방향이나 기타 다른 

개인 메시지일 수 있다. 그 다음, 이 메시지는 다른 네트워크 가입자가 이용하게 될 네트워크로 업로드된다. 유의할 점

은 텍스트와 음성 메시지를 시스템에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 정지 화상, 비디오 동화상, 첨부물, 및 비디오

와 오디오의 결합을 포함하는 비디오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모든 가

입자들이, 가입자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 사람만이, 메모리에 저장된 사람들의 부분 집합이, 또는 심지어 단 한 명만

이 이용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메시지 작성자는 또한 디폴트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영원

히 남겨지지 않도록 메시지 이용가능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만일 메시지가 영원히 남겨지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의

저장 공간을 메워서 사용자 장치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서 가입자들은 거의 모든 곳에 '가상적 포스

트 잇 주석(virtual post-it notes)'나 '가상적 낙서'를 남길 수가 있을 것이다. 메시지는 메시지 작성자 자신을 위해 남

겨지는 리마인더 또는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이 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시스템은 거의 실시간의 동적 메시지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

람이 버스나 열차 정거장과 같은 자산(asset) 영역으로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개시에 따라 사용자 장

치는 다음 버스나 열차의 도착 시간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 메시지는 '12B번 버스는 대략 10분 내로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보에 의해서 만일 정보 수신자가 인근의 상점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자 하거나 아니

면 정거장에 머무르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신자는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가 모니터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사

용자 장치에 자동적으로 푸시(push)되거나 발행된 명령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풀(full)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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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련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다른 네트워크 가입자들로 구성된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장치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CMRS 제공업자 네트워크의 전 영역 내의 물리적 위치 한계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무선 호출기로서 이용될 것이다. 예컨대, 만일 사용자 1이 자신의 어피니티 그룹

에 사용자 2를 수록해 있고, 사용자 2가 사용자 1의 위치의 소정 반경 내의 지역 내로 들어온다면, 사용자 2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사용자 1의 장치에 자동적으로 수신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 2의 장치에는 사 용자 2가 사용자 1

에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어피니티 그룹 특성에 의해서 그룹 중의 작성자와 선택된 회원

들은 특정 좌표 위치에 정해져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룹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

이다. 예컨대, 종업원 한 팀이 판매 회의나 무역 전시회와 같은 어떤 이벤트를 위해 어떤 도시에 도착하는 경우에 회원

들 각자는 그들이 공항에 또는 공항 근처에 도달 할 때에 회원 모두를 위해 남겨진 일반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는 그들의 숙박이나 다가오는 이벤트의 스케쥴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적으

로 그룹 회원들은 특정의 좌표 위치에 상관없이 단순히 그룹을 지정함으로써 한번에 다른 그룹 회원들에게 거의 실시

간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거래 고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XYZ 회사와 같은 각 고객 계좌는 그 자

신의 어피니티 그룹을 조정하고 그룹 메시지 송출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CMRS 제공업자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 어

떤 주소, 또는 공항과 같은 어떤 장소로 들어와서 그 위치에 메시지를 붙이기 위하여 실제로 그 위치를 운전하여 통과

할 필요없이 그 위치에 메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월드 와이드 웹(WWW)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WWW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여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나 덴버 시의 어느 지점에 개인이나 어피

니티 그룹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선택한다. 개인이나 그룹 회원이 그 위치에 도착하면 메시지는 그들 장치에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의해서 유지보수자나 검사자는 장비, 배전반(transformer station), 셀룰러 타워(cellu

lar tower) 등과 같은 고정 자산 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고정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보수 기록, 설치 날짜, 설계도와 같은 기술적 정보, 그 자산에 대한 보수나 검사 수행 단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술

자는 디스플레이가 일체로 구비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휴대하거나 착용하며,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특정 장비나 자산

에 대해 전송된 정보를 보거나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기술자는 어떤 사용자 장치를 갖지 않더라도 그 

사용자 장치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그 기술자가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그의

장치에 있는 동적 메모리를 간단히 삭제하여 다음 번 사용자 장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여지를 가질 수가 있다. 이

기술자가 수행한 작업이나 만든 주석(note)은 장래 참조를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력 로그(historical log)에 부가되

어 시스템으로 업로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다른 기술자가 훗날에 이 현장에 오는 경우에 그는 그 장치의 완

전한 이력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전의 기술자가 특정 부품이 마모되어 가고 있으므로 다음 번 검사/서

비스 시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석을 남겼다면, 새로 온 기술자는 그가 올 때마다 그 주석을 찾아보도록 주의를 

환기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효율이 향상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한 가동 휴지 기간이 감소될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오리엔티어링 타입 게임과 심지어는 군사적 응용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특정 동경 및 위도 좌표 위치에 중심을 둔 특정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 특정 

명령이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그 메시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는 코드가 필요할 것인지 여

부나 장치의 고유 번호로서 특징지워지는 사람 리스트는 그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를 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

우, 그 지역 내로 들어오는 사람의 장치에 그 메시지를 실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라

는 메시지가 뜰 것이다. 군사적 응용에서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특정 좌표 위치에 있는 군대에 제한된 액세스 메시지

를 남기거나 누군가가 행로를 벗어나면 경고를 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첨부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이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 시스템과 방법의 개관을 도시한 것이다. 필수 구성 요소는 무선 수신 타워들(100)로 이루어진 

상업적 이동 무선 서비스 네트워크, 통신 링크(106)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하드와이어 백본 교환망(hardwire 

backbone switching network) 및 데이터 관리 서버(103), 통신 링크(101)를 통해 수신 타워들(100)과 무선 통신하

는 다수의 사용자 통신 장치(102), 통신 링크(107)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추가적인 및/또는 대안적인 다수의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 장치(105), 및 상기 컴퓨터 장치들(105)로부터 통신을 수신하여 메시지 및 가입자 정보를 데이

터 관리 서버(103)로 라우팅하는 HTTP 서버(104)이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가입자 통신 장치(102)는

이동 전화, 차량 탑재 전화, 무선 인터넷 장비, 개인 단말기(PDA), 통신 하드웨어나 기타 적당한 통신 수단을 보유하

는 착용식 또는 기타 휴대형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통신 하드웨어 보유'라 함은 통신 장치가 

컴퓨터에 내장, 부착, 착탈식 부착, 일 체화되거나 컴퓨터와 통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들은 노

키아사, 에릭슨사, 모토롤라사, 팜사, 핸드 스프링사 등과 같은 회사에 의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어 당업계에 널리 알

려져 있는 무선 통신 장치와 같은 개인 통신 장치(102)를 자신의 몸에 휴대할 것이다. 이들 장치는 기존의 무선 통신 

장치와 외관과 그 기능이 유사하나 본 발명에 따른 기능을 더 가질 것이다. 사용자 장치(102)의 하드웨어나 CMRS 네

트워크(100, 101, 106, 103)의 하드웨어는 니어 리얼 타임(near real-time)이나 온 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장치(102)의 위치를 결정, 즉 삼각 측량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특정 좌표 경로점

에 중심을 둔 지역 내에 있는 메시지에 액세스하여 그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도 2는 사용자 통신 장치(109)가 사용자의 차량(108)에 착탈식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대안적인 실시예

를 도시한 것이다. 이 장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 스크린(111), 하우징(109), 마이크로폰(110), 스피커(112), 인터페

이스 제어 버튼(113)을 포함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디스플레이 스크린(111)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스크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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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바람직하게는, 이 장치는 외부 마이크로폰(110)에 의해 일 실시예에서 용이하게 되는 음성 명령에 응답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CMRS 가입자는 차량(108)을 운전하면서 그 차량(108)이 특정 좌표 경로점에 중심을 둔 지역 내로 

들어올 때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입자는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통신 장치(

109)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또는 그 위치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말함으로써 좌표 경로점을 기록할 수 있다. 그 후, 가입

자는 장치(109) 그 자체를 통하는 방법, 네트워크에 호출하는 방법, 자신의 컴퓨터(105)를 통해 HTTP 서버(104)와 

통신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몇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위치와 관련된 텍스트 또는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가 있다.

도 3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장치(102 또는 109)의 절차 진행을 모니터하는 네트워크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이

다. 단계(200)에서는 장치(102 또는 109)로부터 비컨(beacon) 신호가 데이터 관리 서버(103)에 의해 수신된다. 그와

같은 신호는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동 전화, 무선 호출기, 및 개인 통신 장치에 이용되어, 네트워크는 사용자

가 자신의 장치를 동작시킨 시기, 네트워크의 영향 내에 있었던 시기, 그리고 가장 가까운 타워(들)에 의해 측정된 네

트워크 내의 사용자의 대략적 위치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전화 호출이나 무선 호출을 받았을 때에 전체 

네트워크에가 아니라 그 가입자 장치에 가까이 있거나 이 장치와 통신하는 타워들에만 방송되기 때문이다. 비컨 신호

가 수신되면, 단계(201)에서 그 신호가 전송하는 정보가 추출된다. 이 정보는 ID(장치 번호 또는 전화 번호), 장치 위

치, 및 선택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우선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202)에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 서버(103)에 상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체크된다. 단계(2

03)에서, 판단 포인트가 도착된다. 만일 질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메시지가 없다면(위치가 올바르지 않거나 

수신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라면, 또는 이 두가지 조건 모두가 필요하거나 이 두 조건 모두가 충분치 못하다면), 시스

템은 단계(205)에서 원래 상태를 다시 시작하여 다음 번 비컨 신호를 기다린다. 이 신호는 특정 기간에서 반복적으로 

전송될 것이다. 이것은 수초와 수분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나 사용자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계산

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서, 이 기간은 원하는 성능을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전력을 비축하기 위하여 고정 이벤트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무실이나 집과 같은 특

정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특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판단 단계(203)에서 메시지 송출

기준이 충족되면, 단계(204)에서 메시지는 특정 장치(102 또는 109)로 전송된다. 그 후, 시스템은 경과될 다음 기간

과 수신될 다음 비컨 신호(200)를 위하여 대기 상태 단계(205)로 복귀한다.

도 4는 CMRS 네트워크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발신 장치 비컨 신호의 예시적인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박스(206)는

그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식별 번호(일반적으로 장치의 전화 번호), 2차원 공간에서의 장치 위치(장치가 삼각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선호 코드, 및 그 사람이 어떤 어피니티 그룹의 회원이거나 소유자인 경우에 어피니티 그룹 

코드로 구성된다. 선호 코드는 N개의 불 수(boolean number)로서, 각 비트는 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특정 선호를 

턴 온 또는 오프한다. 이 정보는 데이터 관리 서버(103)에 기록 저장된다. 어피니티 그룹 코드는 가입자가 특정 어피

니티 그룹의 회원 또는 소유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선단(leading) 또는 후단(trailing) 식별자 비트를 갖는 그룹 지정

코드이다. 도 5는 예시적인 선호 코드 비트 테이블(207)을 나타낸 것이다. 이 테이블(207)에서, 선호 코드는 5 비트 

길이로서 00000으로 표현되는 '방해 금지(do not disturb)' 설정을 포함하는 6개의 일의적(unique) 내용 선호를 허용

한다. 이들 5개의 비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의적 조합 또는 워드는 2 5 개, 따라서 00000, 00001, 00010, 00100, 

01000, 및 10000의 26개 조합이 있다. 그러나,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수신될 메시지의 범주에 따라서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비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특성과 서비스가 온 라인상에 들어오

면 이들은 가능한 쉽고 저렴하게 기존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장래 할당을 위해 비트를 비축하는 것은 프로그래

밍과 신호 전송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본질이나 범위에서 벗

어남이 없이 유용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발신 장치 신호에는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네트워크 가입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가입자 장치를 방해 금지 모드에 둠으로써 가입자 위치는 그 네트워크에 

의해 모니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좌표 정보의 직접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

은 2개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장치나 네트워크가 사용자 위치를 계산할 때는 

가장 가까운 그리드(grid) 번호가 할당된다. 각 무선 네트워크는 그리드들로 분할될 수 있다. 실제 위치를 택해 이것을

소정의 그리드 지점에 맞추어 지도를 작성하는데는 최근접 맞춤 알고리즘(closest fit algorithm)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지점의 실제 위치는 그것을 보는 것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이용 가능한 메시지는 그리드 번호만에 관련하여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 번호는 위치가 아닌 발신 장치 번호와 함께 송출된다. 시스템은 그리드 번호와 메시지

를 대조해 볼 뿐이지 사용자 위치를 직접 추적하지는 않는다. 시스템은 위치에 상관된 코드에 결합된 콘텐트를 제공할

뿐이다. 이것은 모든 무선 통신 플랫폼에 확장될 수 있는 위치 식별을 위한 표준, 즉 그리드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 

구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 전화가 방해 금지 모드에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로 911 전화번호를 누

를 때에 예외 처리자(exception handler)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위치 정보가 그 호출을 받는 PSAP로

전송될 것을 보장할 것이다.

도 6은 메시지가 특정 위치와 관련될 수 있도록 좌표 위치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208)에서, 장

치는 전력이 공급된 상태에 있으며, CMRS 네트워크의 영향 내에 위치해 있다. 어떤 사람이 개인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는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단계(209)에서 자신의 통신 장치(102 또는 109)의 버튼을 눌러 그 순간에서의 물리적 위

치를 기록한다. 대안으로서, 이것은 '기록 위치'에 대한 음성 명령이나 동일한 결과를 주는 기타 다른 구문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다.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단계(210)에서 네트워크에 위치가 전송되거나 네트워크에 장치 또는 네트

워크에 의해서 위치 설정 동작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치를 기록하라고 요청한다. 그 다음, 단계(211)에서 위

치는 장치의 ID와 함께 기록되고, 일의적 메시지 코드가 할당되어 참조될 수 있도록 한다. 단계(212)에서, 메시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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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장치로 되돌아와서, 단계(213)에서, 선택적인 텍스트 또는 음성 식별자와 함께 그 장치에 저장되어 후에 이 코드

에 액세스할 수 있거나 어떤 메시지가 특정 메시지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한다. 코드가 장치에 수신되고 나면, 그 특정 

코드와 위치에 관련될 메시지를 기록하는 몇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있다. 도 7에서, 장치(214)에 메시지 코드가 

수신되어 적어도 2가지 가능한 절차가 수행된다. 첫번째 절차에서는 단계(215)에서 사용자는 '메시지 기록'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단계(216)에서 사용자는 장치 그 자체나 이에 부착된 또는 이와 통신하는 마이크로폰에 대고 말을 하

고, 그에 따라 단계(217)에서 메시지가 장치 메모리에 국지적으로 저장된다. 마이크로폰은 에릭슨사에서 제조한 것과

같은 무선 블루투쓰(Bluetooth) 마이크로폰일 수 있다. 그 다음, 사용자는 '송신' 버튼을 누르거나 '송신' 명령을 말함

으로써 메시지는 데이터 관리 서버(103)로 송출되고, 이 서버(103)의 데이터베이스에 메시지 코드와 관련하여 저장

된다. 대안으로서, 단계(219)에서 사용자는 '메시지 기록' 버튼을 누르거나 '메시지 기록' 명령을 말함으로써 장치와 

네트워크의 라이브 접속(live connection)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221)에서 사용자는 장치에 또는 이 장치

에 부착된 또는 이 장치와 통신하는 마이크로폰에 대고 그의 메시지를 말한다. 그 다음, 단계(222)에서 사용자는 버튼

을 누르거나 어떤 명령을 발생시켜 메시지를 메시지 코드와 관련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되게 하고 서

버와의 라이브 접속을 종료한다.

텍스트 메시지를 시스템에 기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특정된 것으로서,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다른 방

법들이 있다. 도 8을 참조로 설명하면, 단계(223)에서, 네트워크에 의해 발생 및 복귀되었던 메시지 코드는 장치에서 

수신된 다. 그 다음, 단계(224)에서 사용자는 장치와 일체화되어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장치에 입력한다. 

이 키보드는 대부분의 이동 전화 장치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키보드이거나 장치에 일체화된 힌지 조인트를 돌려서 장

치를 열었을 때에 드러나는 키보드일 수 있다. 그와 같은 키보드의 일례는 모토롤라사에서 제조한 것과 같은 무선 호

출 장치, 특히 몇몇 무선 서비스 및 무선 호출 제공업자에 의해 지원되는 토크어바웃(Talkabout) T900 2-웨이 무선 

호출기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키보드이다. 이 장치는 소형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드러내도록 그 장축들 중 

하나를 따라 힌지 결합되어 있다. 대안으로서, 착용식 컴퓨터에 부착된 소형 키보드와 같은 별도의 키보드일 수 있다. 

단계(225)에서, 사용자는 '전송'키를 누르거나 유사한 명령을 발생시켜 단계(226)에서 텍스트 메시지와 메시지 코드

를 데이터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그 다음, 단계(227)에서 메시지는 메시지 코드와 관련하여 서버의 일정 장소에 저장

된다.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105)를 사용하여 위치 지정 메시지를 데이터 관리 서버(103)

로 업로드시킬 수 있다. 도 9를 참조로 설명하면, 단계(223)에서 장치에 메시지 코드가 수신된다. 사용자는 '내 집으로

가는 방향'과 같은 이 메시지 코드를 위한 텍스트 또는 음성 식별자를 선택 입력함으로써 사용자가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메시지 코드에 관련된 메시지의 실제 본문을 입력하고자 할 때에 사용자는 그 메시지 코드가 무엇을 위

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단계(228)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리고 WWW 인터페이스 및 HTTP 서

버(104)를 이용하여 일의적 메시지 코드와 함께 텍스트 또는 음 성 메시지를 입력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메

시지를 타이핑해 넣거나 그 메시지를 포함하는 텍스트 또는 오디오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메일(email) 또는 단순히 WWW 형식 템플릿이 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전송 후 미시지는 해석되고, 특정 메시지 

코드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단계(227).

본 발명의 다른 유용한 특성은 CMRS 가입자가 본 발명에 이용하기 위한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피니티 그룹은 사람들이 다른 가입자들의 특정 맞춤 정의 리스트에 요구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그룹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CMRS 네트워크 내로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어떤 근로자 팀이 나라 전체나 중

부 애틀랜틱과 같은 특정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특정 회전이 다른 회원의 홈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회

원들은 서로 간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즉, 어떤 그룹 회원은 다른 도시로부터의 다른 그룹 회원이 자신의 지역

에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며, 자신의 무선 장치를 통해 다른 그룹 회원들과 접촉할 수 있다. 도 10을 참조로 설명하면,

선택점(230)은 가입자가 기존의 어피니티 그룹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할 수 잇는 상태를 정의한

다. 만일 가입자가 새로운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단계(231)에서, 그는 그 그룹에게 '나의 친구

들'과 같은 특징적 이름을 부여하고, 그 그룹의 회원들의 이름과 관련하여 그들의 무선 장치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그 

그룹의 회원들을 정의한다. 이것은 또한 장치(102)의 메모리로부터 이름/번호 쌍을 선택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만

일 그들이 단지 어피니티 그룹을 갱신, 즉 회원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그룹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단계(232)에서 

메모리로부터 그룹을 선택한다. 장치는 요구가 있으면 가입자 소유의 모든 그룹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가

입자는 그가 소유자인 그룹을 선택한다. 그 다음, 그는 단계(233)에서 회원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그룹 전체를 삭제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생성하여 소유하는 것이 그룹이 아니라면 그룹으로부터 그 자신을 제거만 할 수 있다.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든지 아니면 기존 그룹에 변경을 가하든지, 단계(234)에서 사용자 장치에서 어떤 명령을 발생함으로써 

그 정보는 저장된다. 그 다음, 단계(235)에서 변경 사항들은 네트워크로 업로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대안

적으로, 이것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라이브 회합(live session)을 행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직접 

모든 변경을 행할 수 있다. CMRS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계(236)에서 어피니티 그룹에 가

입자가 추가될 때마다 그 가입자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룹 내 포함과 그룹 생성자를 알리고 그들에게 그룹으로부터 탈

퇴할 기회를 부여하는 전자적 메시지를 그들의 장치에 전송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한 옵션으로써 그들 자

신이 오류에 의해 어떤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그룹에 추가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보안 선호때문에 그 사람이 그 그룹에 추가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

로, 어피니티 그룹과 관련하여 CMRS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다.

도 11은 어피니티 그룹을 갱신/생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238)에서, 사용자는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 또는 갱신하는 선택점을 만 난다. 그 선택이 어피니티 그룹을 생성하는 것이라면, 단계(239)에서 가입자

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WWW 서버 인터페이스에 로그 온한다. 그들의 무선 회계 번호와 패스 코드를 



등록특허  10-0432268

- 9 -

이용하여 그들은 '생성/갱신 어피니티 그룹' 부문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단계(240)에서 '생성'을 선택하

고 그룹 회원의 번호와 이름을 지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피니티 그룹을 갱신한다면, 단계(243)에서 그들은 서버

에 로그 온하여 '그룹 갱신'을 선택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244)에서 그들은 이용가능한 그룹 리스트 중에서 특정 어

피니티 그룹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단계(245)에서 회원 또는 회원들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그룹 전체를 삭제할 것

이다. 이 모든 경우에, 단계(241)에서 '변경 저장' 명령을 발생시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변경은 데이터베이스로 업로

드된다. 그 다음, 단계(242)에서 새로운 회원들에게 그들이 그 그룹에 포함되었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포함

을 거절할 기회를 부여하는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한다.

어피니티 그룹의 유용한 특성은 그룹 회원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 12를 참조

로 설명하면, 먼저 단계(246)에서 사용자는 어피니티 그룹을 선택한다. 포함된 또는 소유하는 모든 활동 그룹의 리스

트는 사용자 장치에 유지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용자 장치로 주기적으로 업로드된다. 그 다음, 단계(247)

에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음성 또는 타이핑으로 장치에 입력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단계(248)에서 '전송' 버튼을 누

르거나, 단계(249)에서 어피니티 그룹 ID가 그룹 회원 모두와 관련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네트워크에 전송되게 하는 

명령을 이 어피니티 그룹 ID와 함께 발생시킨다. 그 다음, 단계(250)에서 이 그룹 ID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ID와 대조

되고 저장된다. 그 다음, 단계(251)에서 메시지 또는 메시지 통지가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전송되어 그 사람들은 

직접 또는 요구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들을 수가 있다.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직접 호출함으로써 또는 WWW 인터페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어피니

티 그룹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도 13을 참조로 설명하면, 단계(252)에서, 사용자는 그의 장치에 저장된 것들로부터 

어피니티 그룹을 선택한다. 단계(253)에서 그는 네트워크와의 라이브 회합을 작동시키는 버튼을 누르거나 명령을 발

생시킨다. 이 동작의 수행 시, 단계(254)에서 그룹 ID는 물론 장치 ID도 네트워크에 전송된다. 그 다음, 단계(255)에

서, 그 사람을 위해 음성 메일 메시지를 남기는 것과 유사하게, 그 사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음성으로 입력하고 그 메시

지는 네트워크에 의해 직접 기록된다. 이 메시지는 특정 좌표 위치와 관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단계(256)에서 사용자는 WWW 서버에 로그 온하여 자신의 어피니티 그룹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먼저, 단계(257)에

서 자신의 장치 번호와 패스 코드를 가지고서 로그 인한 후에 이용가능한 그룹 리스트로부터 어피니티 그룹이 선택되

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258)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메시지를 타이핑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오디오 파일로서 첨부하

거나, 다른 종류의 파일이나 메시지를 첨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259)에서 그는 '제출' 버튼을 눌러 그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하고, 이 메시지는 그룹 ID와 관련하여 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다. 단계(260)에서 메시지 

또는 메시지의 통지는 모든 어피니티 그룹 회원에게 전송된다.

어피니티 그룹의 다른 유용한 특성은 회원들에게 CMRS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근접하고 있음을 알리는 능력이다. 도 

14는 시스템이 어피니티 그룹 회원을 추적하여 그들에게 접근 한계에 도달한 때를 알려주는 단계를 나타낸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263)에서 사용자 장치는 발신 장치 비컨 신호와 함께 그룹 코드를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단계(2

64)에서 시스템은 그룹 번호와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그룹 파일에 저장된 근접 조건에 대해 체크한다. 단계(265)에서

시스템은 선택점을 만난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단계(263)로 되돌아가서 다음 착신 장치 신호를 

대기한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266)에서 서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에게 통지가 전송된다.

본 발명의 중요한 요소는 삼각 측량 또는 기타 위치 결정 방식의 이용이다. 사용자 장치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는 이

능력은 본 발명의 모든 기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GPS 해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네트워크의 하드웨어

나 사용자 장치 그 자체의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어느 방식이든 간에 사용자 장치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

하는데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동기 신호들의 상대적 전파(propagation) 시간, 몇 개 신호의 크기, 신호의 도달각, 및 

이들의 조합이 이용될 수 있다. 도 15는 네트워크 자체가 위치를 결정하는데 삼각 측량 또는 신호 측정을 수행하고 있

을 때의 시스템 개관을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사용자 장치(102)는 발신 장치 신호(206)일 수 있는 신호를 네

트워크에 전송한다. 이 신호는 근처의 타워(100)에 의해 수신되고 데이터 관리 서버(103)로 전기적으로(106) 전송된

다. 그 다음, 서버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삼각 측량 알고 리즘이나 기타 신호 특성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사용자 장치의

위치를 결정한다. 사용자 장치는 어떠한 계산도 할 필요가 없지만, 시스템은 모든 참여 가입자를 위해 이들 계산을 계

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이 무거워진다. 도 16은 이 프로세스를 흐름도로서 도시한 것이다. 단계(267)에서 사

용자 장치는 시간 스탬프를 포함하는 발신 장치 신호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단계(268)에서 이 신호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타워에 의해 수신된다. 그 다음, 단계(269)에서 타워는 수신된 정보와 수신 시간을 데이터 관리 서버에 전송한

다. 그 다음, 단계(270)에서 서버는 이 모든 정보를 입력으로 이용하여 삼각 측량 또는 기타 다른 신호 특성 알고리즘

을 실행하여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 장치의 특정 좌표 위치를 도출한다. 단계(271)에서 이 좌표 위치는 특정 사용자 장

치에 대한 위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 다음, 단계(272)에서 시스템은 N초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장치로부터 

다음 번 발신 장치 신호를 수신한다.

도 17은 장치 자체가 삼각 측량 또는 신호 계산을 수행하는 동일 시스템의 개관을 도시한 것이다. 이 장치는 장치 성

능의 별다른 저하없이 N초마다 이 계산을 수행하는 처리 능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계산 능력을 제공하

기 위하여 DSP 칩이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무선 트랜시버 타워들(100)은 이들의 위치를 포함하는 신

호들(101)을 동시에 전송한다. 이 신호들은 이들의 상대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들에서 사용자 장치(102)에서 

수신된다. 이 신호들은 또한 이들의 거리 및 위치에 따라서 신호 강도와 도달각이 다를 것이다. 그 다음, 장치(102)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의 고정 위치에 상대적인 장치 위치를 계산한다. 이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나타낸 도 1

8을 참조로 설명한다. 단계(266)에서, 타워들은 시간 동기 위치 신호를 전송한다. 단계(267)에서 신호(들)는 서로 다

른 시각에서 사용자 장치에 수신된다. 단계(268)에서 장치 자신이 삼각 측량 알고리즘 또는 기타 다른 신호 특성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단계(269)에서 장치는 자신의 위치를 2차원 좌표 공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270)에서 이 위치 정보는 발신 장치 신호의 일부로서 네트워크에 전송되고, 그 후, 단계(271)에서 시스템



등록특허  10-0432268

- 10 -

은 N초 대기했다가 다음 신호를 전송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해서 설명하

였지만, 본 발명의 본질과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경과 파생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특정 좌표 경로점에서 또는 특정 좌표 경로점에 중심을 둔 지역에서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그 메시지를 검

색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해서 네트워크 가입자들은 특정 위치에서 상업적, 개인적, 그리

고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고 또한 가입자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개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본 발명은 CMRS 제공업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E911 서비스와 함께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911 단계 II 

조정 능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회복하는 비용 회복 메

카니즘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좌표 경로점(coordinate way points)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CMRS) provider network] ;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가입한 다수의 가입자 장치;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의 양방향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고유의 식별 번호를 가

지고 상기 가입자 장치에 본래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접속된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 및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가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

트워크에 의해 정해진 영향 지역 내의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특정 물리적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드웨어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기 가입자 장치는, 사용자가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상기 특

정 물리적 위치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어도 상기 특정 물리적 위치에 상기 가입자 장치가 물리적으로

근접한 경우에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상기 특정 물리적 위치에 붙여진 메시지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동작을 용이하게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음성 제어, 물리적 제어, 가상 제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들의 혼합으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제어 수단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서,

웹 서버는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의 일부이고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서,

상기 웹 서버와 통신하는 다수의 가입자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메시지는 다수의 메시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카테고리들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포함 또는 제외시키도록 동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상에 상기 메시지가 존재하는 기간은 디폴트 기간, 네트워크에 의해 결

정되는 기간, 그리고 사용자 선택 기간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다수 신호의 삼각 측량, 다수 신호의 신호 강도, 상이한 신호들의 도달 시간차, 상이한 신호들의 도달

각도차, GPS 신호,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위치 결정 알고리즘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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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서,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는 그리드점(grid point)들의 2차원 그리드로 분할되고, 상기 분배 데이

터 관리 서버는 상기 가입자 장치의 물리적 위치를 상기 그리드점들 중 어느 하나에 관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가입자 장치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피니티 그룹(affinity group)을 생성 및 관리하고 이 그룹과 통신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좌표 위치에 내용이 특정된 동적 정보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좌표 경로점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의 양방향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

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되며, 각각이 전용 식별 번호를 보유하는 다수의 가입자 장치;

상기 가입자 장치에 본래 구비된 것으로, 사용자가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특정 물리적 위

치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적어도 상기 특정 물리적 위치에 상기 사용자와 상기 가입자 장치가 물리적

으로 근접한 경우에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상기 특정 물리적 위치에 붙여진 메시지를 수

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전용 식별 번호를 가입 회원에 속하는 회계와 상관시

키는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 및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가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

트워크에 의해 정해진 영향 지역 내의 상기 가입자 장치의 특정 물리적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하드웨어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 및

상기 가입자 장치에 본래 구비된 것으로, 가입자 장치가 상기 네트워크의 영향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때에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에 신호를 보내는 시그널링 기능부

를 포함하며,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는 적어도 상기 가입자 장치의 물리적 위치에 기초하여 가입자가 메시지

를 수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휴대형 양방향 통신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차량 탑재 양방향 통신 장치, 개인용 통신 장치, 이동 전화, 통신 가능 컴퓨팅 장치, 및 이동 인터

넷 장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서,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는 CDMA, TDMA, FDMA, 광대역 CDMA, 및 다른 디지털 또는 아날로

그 통신 프로토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가입자가 상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가입자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19.
제14항에서,

상기 메시지는 여러가지 메시지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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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터페이스는 가입자가 자신이 보는데 관심있는 메시지의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서,

상기 메시지는 보여질 메시지의 카테고리에 관한 가입자의 선호에 기초하여 보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4항에서,

네트워크 가입자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가입자 장치에 일체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23.
제14항에서,

네트워크 가입자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네트워크에 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14항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제14항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음성 명령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14항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음성 출력, 오디오 출력, 텍스트 출력, 그래픽 출력, 및 이들의 혼합을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좌표 위치를 출력하는 삼각 측량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삼각 측량 하드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30.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좌표 위치를 출력하는 신호 강도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신호 강도 측정 하드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좌표 위치를 출력하는 도달 시간차 측정 하드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좌표 위치를 출력하는 도달각 측정 하드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GPS 하드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14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GPS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신호 계산 하드웨어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29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하드웨어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좌표 경로점에서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에서,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신호 발신점 결정 하드웨어,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되는 다수의 무

선 가입자 통신 장치, 및 상기 무선 가입자 통신 장치 각각으로부터의 전용 비컨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 위치를 식별하는 단계;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첨부하는 단계;

상기 전용 비컨 신호(beacon signal)와 관련하여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에 선호 리스트를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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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경 및 위도 좌표쌍과 관련된 메시지를 상기 메시지를 볼 권한이 있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비컨 신호와 상기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가입자 장치의 위치

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선호 리스트와 상기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에서 상기 메시지를 이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자산(asset)에 대한 정보의 무선 액세스를 위한 시스템에서,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네트워크;

특정 자산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 및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하는 다수의 가입자 통신 장치;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 통신하며, 상기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는 물론 상기 자

산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된 상기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 및 데

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 통신 장치에 본래 구비된 것으로, 상기 가입자 통신 장치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보내는 시그널링 기능부; 및

상기 가입자 통신 장치, 상기 상용 이동 무선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및 상기 분배 데이터 관리 서버와 통신하여, 상

기 가입자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장치가 특정 자산들 중 어느 하나의 근접 한계에 들어오면 특정 자산에

관한 정보를 상기 가입자 통신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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