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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로컬 무선 상거래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쇼핑몰과 같이) 다소 로컬화된 영역에서 경매와 같은 상거래 행위를 수행하는 시스템과 방법이 제공된다. 로컬 영역 

내의 잠재적 소비자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예를 들어, 스마트 셀룰러 폰 또는 양방향 무선 통신 장치 또는 블루투쓰(

Bluetooth) 통신 장치)를 구비한다. 이 장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표나 거래 유형과 같은 원하는 거래 및 선호사항 

집합으로 이 장치가 프로그래밍되도록 해주는 일단의 저장된 명령어를 포함한다. 판매자들은 상기 통신 장치에 접속

되어 통신 장치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고 가격과 같은 특정 조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원하는 거

래나 선호사항에 응답한다. 잠재적 소비자와 연관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는 판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시

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제안을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잠재적 제안을 나타

내는 정보를 판매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로컬 판매자는 소비자가 수신하는 제안을 알 수 있으며 잠재적 

소비자와의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좀더 좋게 수정할 수 있다. 실제적 거래는 판매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

만, 전자적 거래를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고 상품이나 서비스 배달은 종래의 배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

거래가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완료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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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소비자 개개인이 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를 갖는, 몰(mall)과 같은 쇼핑 영역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과 연계하여 기술된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의 한 실시예.

도 3은 도 2의 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 내에 저장된 데이타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다른 형태의 통신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좁은 영역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 발명을 경매에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셀룰러 전화망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경매에 이용하는 제2 예.

도 7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비자와 연관된 이동 무선 장치(mobile wireless device)를 포함한 전자적 데이타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상거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무선 장

치는 소비자 선호사항와 원하는 거래(들)을 저장하며 제한된 로컬 영역 내의 판매자들과만 통신하여 저장된 희망 거

래(들)과 소비자 선호사항에 관련된 거래(들)을 제안하는 판매자들로부터 로컬화된 메시지를 수신한다.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소매 거래는, 상품에 대해 비교적 고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와 직접(in person) 또는 네트

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소비자에 의해 개시된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판매자는 그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격

을 설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여, 소비자가 방문하여 상품을 보고 조건이 적합하다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상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구매를 이용하거나 카탈로그 및 홈쇼핑 네트워크와 같은 텔레

비젼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주로 알려지지 않은) 먼거리에 위치하며 소비자는 원격 통신을 통

해 상품을 보고 구매한다. 원격 통신은 신용 카드 구매 또는 전화를 통한 구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카탈로그, 인터넷 

및 네트워크 쇼핑의 고유한 개념은, 인터넷 통신이나 광역 전화 서비스(Wide Area Telephone Serveice; WATS)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소매점 환경에서 판매자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및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다는 것은 차치하고, 자신의 인접 지역에 어떤 고객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대개 고객은 특정

한 상품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의 모든 판매자를 알고 있지 못하며 그들이 어떤 가격으 로 제공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광고를 보거나 판매자를 직접 만나 거래를 흥정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염

가판매를 할지 또는 다른 거래 조건을 제공할지를 소비자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가

격과 다른 조건을 흥정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되며 판매자와 흥정을 하기 이전에 소비자는 시장 정보(다른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가격과 조건들)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경매인이 폐쇄 회로나 텔레비젼 및 전화를 통해 경매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경매하는) 전통적인 

경매나 인터넷을 통한 경매도 공지되어 있다. 아주 먼곳, 종종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한 당사자가 조건을 제안하고 다

른 당사자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원격지 구매자가 원격지 판매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e-Bay.com 및 PriceLin

e.com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경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PriceLine.com의 경우, 구매자는 일반 상품이나 서

비스(소정의 시간대에서 고정된 장소들간의 항공편 또는 소정의 영역 내에서 고정된 기간 동안의 호텔 예약)에 대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매자의 제안은 제안된 가격에서 거래할 용의가 있는 다양한 판매자들

중 한 판매자에게 보내어진다. e-Bay.com의 경우, 판매자가 설명하는 상품은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제공된다.

카탈로그 쇼핑이나 텔레비젼 쇼핑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e-Bay.com 및 PriceLine.com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

는 거의 모든 곳에 위치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 선적 거리 및 입/출항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세계적인 규모의 상거래

기 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은, 많은 수의 원격지 구매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량 판매나 경매에 

적합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가게를 소

유하며 직접 운영을 한다면, 잠재적 고객들은 인근에 위치해 있을 것이고 인근에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고객에게는 

판매자가 한정특별품을 광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어떤 지역(특히, 미국외 지역)에서는, 판매자들은 바자 형태의 시장(bazzar-like market)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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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자들이 무엇을 어떤 가격으로 제공하는지를 알기 

위해 판매자들을 직접 만나야만 한다. 종종 이와 같은 바자 형태의 시장에서, 특히 상품이 한정된 용도를 가질 경우에

는 상품당 총수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절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쇼핑몰 내에 있는 경우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간적으로 대단히 가깝게 위치해 있더

라도, 통상적인 상점과 같이 고정된 위치에서 영업하는 판매자가, 자신의 제안이 고객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를 알기 위해 부근 지역에 위치한 잠재적 고객들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구매자는 특정한 상품(예

를 들어, 소니 27인치 컬러 텔레비젼 모델 KV27FV15)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대각선 가시 영역이 약 25인

치 정도 되는 컬러 텔레비젼과 같이) 일반적인 어떤 것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구매자는 원하는 제품에 대해 

최저가를 지향하기도 하고, 특정한 상표를 원하기도 하고, (케이블-레디 또는 원격 제어등과 같은) 특정한 기능 또는 

여러가지 기능을 원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보증이나 서비스 조건(로컬 서비스, 온-싸이트 수리, 3년 

무상교환등)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는 자신도 아직 선별해 놓지 않은 이러한 조건들의 조

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판매자로부터의 적절한 제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쇼핑하는 동안 구매자는 배가 

고플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광고가 눈앞에 나타나 그 음식이 맛있겠다고 여기기 전까지는, 구매자 스스로도 자신이 (

점심 식사용 음식이나 충동구매에 의한 상품과 같은) 어떠한 상품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다.

어쨌던, 종래에는 구매자가 어떠한 상품을 원하며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경쟁 판매자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를 판매자가 알기에는 쉽지 않았다. 일부 판매자들은 고정된 가격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또 어떤 판매자들은 더 

팔기를 원해서 가격협상을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빈 베이가 있고 가동되고 있지 않은 수리 기계가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같이)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특별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안이 알

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카탈로그 판매, 홈쇼핑 네트워크 및 800-번 판매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원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시스템에서는 대개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를 볼 수 없으며 (또는 스크린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한된 상품 사진만 볼 수 있음), 소비자에게 선적되어 오기까지 

종종 상당한 선적 및 처리 비용을 초래하여, 스크린상 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실제로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시스템들은 인터넷-기반의 판매와 경매를 제공하지만, 종종 그 판매자들은 명성도 알려져 있지 않고 구매자로

부터 멀리 (심지어 잘 모르는 곳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거래가 위험하며 상품을 얻기까지 지연되기 쉽다. 어떤 경

우에는, 인터넷 경매를 통해 구입된 상품들이 도달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품이 도달했을 때 그 상태

가 실망스러운 때도 있다. 어쨌던, 원격지에서 주문한 상품은, 주문이 처리되어, 포장되고, 선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과 선적 방법에 따라,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후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상품 판매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래의 "희망 목록" 및/또는 소비자 선호사항을 저장하는 이동 무선 장치를 로컬 영역 통

신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한계 및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부근에 있는 동안 

이들 이동 무선 장치로부터 저장된 정보(원하는 거래 및/또는 선호사항)를 "판독"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무선 장치와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의 이러한 통신은 (다른 상인과 더불어) 개개인의 판매자들이 접속되어 있는 공유 서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잠재적인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물을 희망 거래 및/또는 그 밖의 선호사항 (그가 제안한 거래 특징) 집합의 

형태로 로컬 판매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며, 판매자에게는 제안된 거래에 따라 소비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제공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 고객에게 이러한 제안을 알릴 때,

판매자는 고객이 지시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제품이라도 보다 매력적인 가격으

로 다소 다른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둘 다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는 고객과의 의견 교환시에 액세서리 및/

또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사항과 같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종종, 상품들이 서로 대체가능하거나 비교하기에 충분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거래 조건이 매력적이라면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사해 보이는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간의 가격 비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은, 제안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판매자들로부터의 경쟁적 제안에 응답하여 소비자가 더 유리한 가격 또는 

보증과 같은 다른 조건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제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 소비자

와 한명 이상의 판매자간의 인터랙티브한 통신을 허용한다.

본 발명은 무선 장치 내에 저장된 (소비자 선호 사항과 같은)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거나 이에 기초하지 않는 광고를 

판매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식사를 제안된 거래 목록으로서 등록하지 않았어도, 판매자

가 식사와 같은 충동구매품(impulse item)의 광고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을 이용하여 판매자는 시간이나 가게 상태에 기초하여 매우 한정된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

이 비었을 때는 특별 식사를 제공하다가 식당이 만원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특별 식사를 취소할 수 있다. 본 발

명은 판매자가 잠재적 고객을 개별적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고객마다 다른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 고객이 소지하는 휴대용 장치의 선호사항부에 저장된 잠재적 고객의 특성(쇼핑을 자주하는 사

람이라든지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등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패키지 제안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본 발명은 한정된 수의 잠재적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문이나 라디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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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중 매체로 광고했을 때와 같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응답에 판매자가 압도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로컬 영역(local area) 내에 있고 선적 및 처리를 위한 부수적인 비용 및 선적에 

관련된 지연이 생기는 원격지 거래가 필요없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로컬 영역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원하는 

관련 상품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무료 전화를 통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판매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

떤 먼거리에 있는 것과는 달리 판매자는 구체적인 영업 장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특허청구범위와 더불어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을 통해 당업자는 용이

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한 이하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 특정성을 가 지고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적의 구

현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도면을 참조하여 도시되고 기술된 특정한 구조 및 동작에 많은 변경과 수정

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특정한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을 실시예로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한된 로컬 영역 내의 소비자는 이동형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로컬 판매자와 통신한다. 본 발명의

상거래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비자 개개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그러나 소정의 주어진 시간에 이동하지 않

을 수 있으며) 통신 장치를 갖는다. 통신 장치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소지한 소비자를 따라 이

동하거나, 소비자들이 쇼핑 카트 또는 이동카트와 같은 장치와 함께 갖고 다니기 때문에, 통신 장치도 역시 이동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소비자와 각 판매자간의 통신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위 양방향 무선 장치 또는 셀

룰러 전화 시스템 또는 블루투쓰형(Bluetooth-type) 통신 장치와 같이 현재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통신 장치를 통

해 개시될 수 있다. HomeRF 또는 무선 LAN과 같은 다른 형태의 무선 통신 장비가 쇼핑몰과 같은 로컬 소매점 환경(

예를 들어, 크기 및 환경적 영향)에 적합하게 수정되어 본 발명이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로컬 통신이 수행

되는 특정한 방식보다는 통신 자체의 로컬 특성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러한 장비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이들을 

대체할 수도 있는 다른 형태의 통신 로컬 기법이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발명에서는 특정한 로컬 영역 

내의 일부의 판매자와 일부의 소비자만이 이하에 서 논의되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때에도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본 시

스템은 다양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통신 형태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소비자와 

연관된 수개의 이동 무선 장치중 소정의 한 장치는 임의의 판매자와 통신할 수 있으며, 초기에 로컬 시스템은 로컬 통

신용 채널들중 일부 가능한 서브셋트를 사용하여 구현되겠지만, 판매자 개개인은 수개의 통신 채널들 중 하나를 통해

무선 통신 시스템에 결합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환경을 도시한다. 여기서, 전송기 T는 원으로 도시된 영역 A내에서 로컬 통신을 제공한다. 각각이 

소비자와 연관된 복수개의 휴대용 송수신기기는, 전송기 T의 로컬 통신 영역 A 내에서 각각 C1, C2, C3, C4로 식별

된다. 또한, 송수신기 장치 C5는 전송기 T의 로컬 통신 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송기 T와 통신하지 않는

다. 3개의 상점 또는 판매자 M1, M2, 및 M3가 로컬 영역 A 내에 있고, 제4의 상점 또는 판매자 M4는 로컬 영역 A 바

깥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영역 A 내의 개개의 상점 또는 판매자 M1, M2, M3는 전송기 T를 통해 정보를 송수

신하기 위해 결합된 프로세서 P에 접속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판매자 또는 상점 M4는 (로컬 영역 A 내에 위치한 

소비자 C1 C2 C3와 같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 소비자들은 자신과 거래

할 것 같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로컬 통신 영역 A 바깥에 위치한 소비자 C5는 판매자 M1, M2, M3로부터의 제

안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 C5는 이들 판매자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들 소

비자 C1, C2, C3, C4는, M4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매력적인 가격을 제안한다면 로컬 판매자 M1, M2, M3, M4중 

어느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고 다 나은 거래 제안을 하는 판매자와 거래하고 싶겠지만 판매자 M1, M2, M3가 판매자 

멀리 위치한 M4보다는 가까운 로컬 통신 영역 A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M4보다는 판매자 M1, M2, M3와 거래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전송기 T는 www.bluetooth.com에 위치한 Bluetooth 컨소시움에 의해 제안된 표준에 따른 유형의 피코셀(picocell)

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요 로컬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중심 및 중심으로부터의 반경으로서 (위도 및 경도로 기술될 

수 있는) 그라운드 좌표를 갖는 GPS 시스템을 가지는 광역 네트워크와 같은 종래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 개개인에 연관된 이동 무선 장치는, 데이타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프로그래밍된 하드웨어를 갖는 송수신기이

다. 즉, 메모리의 일부가 질의를 받고 저장된 데이타로 응답을 하며 송수신기에 관련된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되는 메

시지를 수신하도록 해주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가진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저장된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통신하며 

거래하고자하는 특정의 판매자 그룹의 시스템(통신 프로토콜 및 주파수)과 더불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인

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된다. 비록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에 의해 사용되는 다른 로컬 영역(예를 들어, 인접한 쇼핑 영

역)과 무시할 정도로 최소한으로 중첩하는 로컬 영역을 정의하고 있지만, 중첩할 정도로 큰 로컬 전송 영역을 정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이 수개의 전송 영역 내에 있도록하여, 통신은 선택적 어드레싱이나 상이한 주파수의이용을 통

해 구별하여야 한다. 송수신기는 종래의 셀룰러 전화의 수정판이거나, 커스터머 엔지니어(Customer Engineer)와 같

은 원격지-운영 피고용인이 소지하고 다니며 무선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IBM사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공중으로 데이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동형 무선 장치 또는 송수신기는, 프로세서에 결합된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무선 네트워크로의 

셀룰러 전화형 접속을 갖는 Palm Pilot와 같은 휴대용 장치일 수도 있다. Palm Pilot과 같은 장치는 터치 스크린을 통

해 데이타를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타 포트를 통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타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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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영역 A는 전송기 T로부터 반경 D인 원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 크기와 모양은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실상, 로컬 통신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선택된 기술은, 지형 및 브로드캐스팅 능력과 같은 환경적 

고려와 더불어 로컬 영역의 형상(및 때때로 크기)를 결정짓는다. 광역 네트워크와 GPS 시스템 기술이 통신 영역을 제

한하는데 사용될 때, 통신 영역의 형상과 크기는 시스템 설계자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주변 지역과 더불어 불

규칙한 형상을 갖도록 선택될 수 있다. 셀룰러 전화 시스템이 사용될 때, 하나의 셀은, 강한 통신 신호가 인접한 셀보

다 더 많이 제공되는 영역들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유용한 이동 무선 장치 또는 송수신기(10)의 한 형태의 두드러진 특징을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이동 무선 장치(10)은 하우징(11), 안테나(12), 디스플레이(14) 및 키보드(16)을 포함한다. 이동 무선

장치(10)에는 포트 P1, P2가 제공되며, 이들 포트는, 원한다면 개인용 컴퓨터로부 터 데이타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및/또는 이동 무선 장치(10)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로 데이타를 업로드하기 위해, 이동 무선 장치(10)을 (

도시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에 임시적으로 부착시키는데 유용하다. 이동 무선 장치(10)에 의해 수신되거나 소비자

가 기록한 메시지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이동 무선 장치(10)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 저장 능력을 갖는 개인용 컴퓨터

로 업로드하고자하는 정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이동 무선 장치 상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타의 일부를 도시하고 있다. 정보 (및 나열 순서)는 응용 

분야 및 판매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저장 장치는 전형적으로 이하에서 기술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할 

것이다. 제1 영역(30)은 식별 정보－이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별명 형태로된 식별자, 어드레스(전자메일 및/또는 실제

주소), 퍼스널 쇼핑 프로파일등－를 저장한다. 다음 n개 영역(32, 34, 38)은 희망 구매품에 대한 상세 사항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의 유형과 크기, 가격 범위, 제조자, 모델 번호, 서비스 및 보증등을 명시해야 한

다. 명백히, 보다 상세히 기입할수록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너무 

상세히 기입하면, 제안을 제공할 판매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희망 구매품을 명시하는데 있어서의 상세 정

도는, 정확한 응답과 그에 부응하는 판매자의 수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정보

를 저장하고 전송하기를 원한다면, 정보 저장은 미리설정된 크기와 내용으로 된 필드 형태일 것이고 시스템은 추가적

인 프로그래밍을 요구하지만 저장과 전송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을 제공할 것이다. 대안으로, 희망 구

매품에 관한 전체 섹션이, 희망 구매품에 관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마음에 떠오르는 임의의 순서로 기입할

수 있는 (어떠한 정의나 한계도 없는) 자유 포멧일 수도 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 인터넷 사용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라 알려진 데이타 표준이 데이타 교환용으로 크게 호소력을 얻고 있다. cxml과 같은 데이타의 교환을 위한 통신에 

특정하는 표준은 상술한 바와 같은 교환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진행중인 XML 표준의 예는 http://www.xmls.com

/library/standards.html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은 다양한 유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서로 통신

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환경 내에서 데이타를 위한 특정한 저장 장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도 3에는 의복 크기 필드(40) 및 다른 구매 선호사항을 위한 필드(42)가 도시되어 있다. 구매 선호사항을 위한 필드(4

2)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루진, 블랙타이, IBM 포멧의 컴퓨터 게임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 필드(4

4)는 지불 형태(Visa 신용카드, Macy's 청구 계좌 허용 여부, 서비스 계약 불요)와 같은 다른 정보를 위한 것이다.

도 4는 판매자를 이동 구매자(MS)에 결합시키기 위해 셀룰러 통신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서, 셀룰러 타워(T)를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무선 이동 장치(D)가 이동 구매자(MS)와 연관되

어 있 다. 즉, 셀룰러 인프라구조는 이동 무선 장치가 인터넷에 액세스하여 인터넷으로으로부터 WAN/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에 접속된 중앙 서버(C)는 판매자 발견과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서버 S1

, S2, S3, S4, 및 S5는 원격통신망(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중앙 서버(C)에 접속된다. 주기적으로, 무선 이동 장치(

D)는 상기 언급한 셀룰러 통신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중앙 서버(C)에 보고한다. 이동 장치(D)는 자신에게 임베딩된

GPS 시스템 또는 (이동 구매자 MS에 의한 데이타 기입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 대안으로,

(도시되지 않은) 셀룰러 캐리어가 어느 셀 또는 마이크로셀에서 무선 이동 장치(D)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서비스로서 이 위치 정보를 중앙 서버(C)로 전송한다.

가족 또는 이동 구매자(MS)가 쇼핑 지역에 다가감에 따라, 이동 무선 장치(D)는 중앙 서버(C)에 의해 중재되는 상점 

(또는 판매자)와 연관된 서버 S1, S2, S3, S4, 및 S5와 교신한다. 즉, 중앙 서버(C)가 이동 구매자(MS)의 대략적인 위

치를 파악하며, 이동 구매자(MS)의 위치에서 미리 설정된 반경 내에 있는 판매자들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구

매자(MS)와 가까운 거리 내(합당한 거리 내)에 있는 판매자 또는 상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판매자 발견 단계가 발생한

다. 중앙 서버(C)는 본 발명의 근접 e-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상점을 식별하며 판매자(또는 상점)과 그

들 서버 S1, S2, S3, S4, 및 S5간의 접속을 중재한다. 이러한 중재는 이동 무선 장치(D)로부터 서버 S1-S5로, 및 서

버 S1-S5로부터 이동 무선 장치(D)로 통신을 포워딩함으로써, 이동 무선 장치(D)가 판매자들의 크고 시끌 벅적한 말

을 계속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마찬가지로, 많은 행인들로부터의 유사한 문제로부터 판매자들을 해

방시켜 준다. 이러한 중재는 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중앙 서버(C)는 이동 무선 장치(D)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처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동 무선 장치(D)는 가족의 당일 희망 구매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 정보는 미리 저장해 둘 수도 있고 쇼핑을 

진행하면서 입력할 수도 있다. 서버 S1-S5는 서로 직접 통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동 무선 장치(D)

는 저장된 모든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희망 구매품으로서 전송할 수도 있고, 접촉하는 서버 능력에 따라 필터링된 

목록(즉, 의류 구매품에 관한 정보를 가정용품 상점으로 전송하지 않음)을 전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필터링은 이동 

무선 장치(D)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중앙 서버(C)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또는, 서버(예를 들어, 한 판매자 또는 

상점에 대한 서버)가 인벤토리 내에 있지 않은 요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부정적인 응답을 전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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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또는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으로써 필터링이 수행될 수도 있다.

로컬 통신 영역의 미리 설정된 범위는 다소 임의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조절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쇼핑몰 크기

와 유사한 크기 또는 피코셀(대략 30미터 정도) 크기일 수도 있다. 목적은, 판매자가 무엇을 어떤 가격에 판매하는지

를 소비자가 알기만한다면 판매자의 상점으로 유도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다. 판매자는 전형적으

로 많은 수의 다양한 상품을 가지며 소비자가 몸소 상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 고객이 시장에 

있는지를 모른다. 판매자는, 상품이 팔리고 새로운 상품이 도착함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 인벤토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의 어떠한 종래의 광고(예를 들어, 

전화나 책자에 의한 광고, 신문 광고, 또는 인쇄 카탈로그등)도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

도 5는 본 발명을 이용한 통신예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 판매자(C)는 자신이 Sony 27인치 컬러 텔레비젼을 구매하

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자신의 송수신기를 프로그램한다. 소비자(C)가 판매자의 로컬 통신 영역(도 1과 연계

하여 기술된 영역 A)에 들어가면, 자신의 송수신기는 로컬 판매자와 연관된 전송기(T)에 접속된 서버들에 의해 질의

받고 저장된 선호사항이 판독된다. 그 다음, 저장된 선호사항들은 판매자에게 전송되어 각 판매자가 소비자의 선호사

항을 자신의 가게의 인벤토리와 비교하던지, 저장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응답하도록 한다. 또는 프로그

램이 거래를 제안하고 판매자가 확인하는 것과 같은 상기 두개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쨌던, 소비자와 연관

된 송수신기의 질의의 결과, 한명 이상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안할 거래(transaction)를 가지며 이 거래는 소비자

와 연관된 송수신기의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의해 운반된다. 단계1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Sony 27인치 텔레

비젼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 메시지는 로컬 영역(A) 내에 접속된 모든 판매자들에게 전송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서버 S1 및 S2에 있는 판매자 M1 및 M2만 이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

로 가정하자. M1은 라인 2에서 자신의 서버 S1을 통해 가격 1799.99$에 1년간 로컬 서비스와 더불어 Sony 32인치 

텔레비젼 모델 KV-32FV1을 제 공한다고 응답한다. 판매자 M2는 라인3에서 서버 S2를 통해 각각 가격 949.99$에 

Sony 27인치 텔레비젼 모델 KV-27FV1과 가격 1699$에 Sony 32인치 텔레비젼 모델 KV-32FV1을 1년간 리저널 

서비스(regional service)와 더불어 제공한다고 응답한다.

라인 4에서 소비자는 판매자 1에게 자신은 32인치 텔레비젼에 대해 $1699이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다. 이러한

응답은 소비자가 직접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어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부른값을 알 수 있

도록 해준다. 판매자 M1은 라인5에서 동일한 모델을 (일반적으로 리저널 서비스보다 바람직한) 로컬 서비스와 더불

어 $1699에 제공한다고 응답한다. 라인6에서, 소비자는 판매자 M1의 제안을 서버2에 있는 판매자 M2에게 보고한다

. 이에 응답하여 라인7에서 판매자 M2는 동일한 텔레비젼을 리저널 서비스와 더불어 $1550에 제공한다는 제안을 하

고, 이 제안은 라인 8에서 판매자 M1에게 보고된다. 판매자 M1은 라인9에서 이 제품에 대해 로컬 서비스와 더불어 $

1550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라인10에서 소비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라인 11에서 확인이 이루어진다.

판매자가 제안하는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한 것---27인치 Sony 텔레비젼 모델 KV-27FV1----과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제안한 거래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판매자가 이와 같은 제품이 없거나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

는다면, 소비자가 요청하는 상품을 정확히 제공한다고 볼수 없으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거래와 가능한한 근

접하는 거래를 제안할 것이다. 대안으로, 판매자는 소비자가 요청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작년 Sony 27인치 텔레비젼 모델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도 있고, 동일

한 크기이나 가격이 더 좋은 다른 상표의 텔레비젼을 가지고 있을 수도있다. 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의 텔레비

젼을 동일한 가격에 더 연장된 보증(예를 들어, 2년)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자신

의 송수신기에 프로그래밍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래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는 

프로그래밍된 정보와 무관하지만 가격이 매력적이고 소비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거래(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의 오일 교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소비자의 저장된 선호사항에 응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컬 영역 송수신기를 통해 거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일단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제안을 받으면(또는 복수의 판매자로부터 복수개의 제안을 받으면), 소비자는 판매자들

과 통신을 더 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복수의 판매자가 유사한 상품을 제안하고 소비자는 이들 경쟁 판매자들간에 "경

매"를 붙이기를 바랄때는 특히 그러하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상품에 대한 추가 입찰 가격을 판

매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추가 입찰을 위해 이와 같은 정보를 판매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송수신기가 프로그

래밍될 수도 있다.

도 6은 기존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본 발명을 위한 통신을 도시하고 있다. 동일한 11개의 통신(라인 1-11)

이 도시된 바와 같이 발생하고 도 5와 연계하여 기술된다. 그러나, 메시지들은 중앙 서버로 전송된 다음, 차례로 적절

한 판매자들에게 라우팅된다.

도 7의 실시예는, http://www.bluetooth.com 싸이트에 명시된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에 충실한 유형의 

제한 범위 로컬 통신 시스템과 더불어 사용되는 무선 이동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Bluetooth 무선 통신

시스템은 로컬화된 물리적 영역 내에서 특히 무선망의 생성을 위한 프로토콜인 ScatterNet을 포함한다. Bluetooth 

웹싸이트에 따르면, 1999년 12월자로 3COM, Ericsson, IBM, Intel, Lucent 및 Microsoft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회사가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의 멤버이다. 이 기술은 특히 피어-투-피어 통신에 기초하여 동작하기 때

문에 도4의 실시예에 도시된 중앙 전송기와 같은 것은 없으며 각각의 Bluetooth 무선 모뎀 자체가 전송할 수 있기 때

문에 어떠한 중앙 전송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 7에서, 소비자(도 7에서는 가족)가 이동 무선 장치(D)를 가지고 쇼핑 영역에 다가가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이동 

무선 장치(D)는 이 영역 내의 각각의 판매자(및 상점)과 연관된 서버 S1, S2, S3, S4, 및 S5와 통신을 설정한다. 앞서 

논의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이동 무선 장치(D)는 소비자의 당일 희망 구매품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정보

는 무선 이동 장치에 미리 저장해 둘 수도 있고 소비자가 쇼핑하면서 입력할 수도 있다. 서버 S1-S5는 이 예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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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 통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동 무선 장치(D)는 각각의 서버 및 관련된 판매자 또는 상점으로 

희망 구매품으로서 등록된 모든 아이템들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서버 능력에 따라 필터링된 희망 구매품 목

록을 전송할 수도 있 다.--즉, 가정용품점을 위한 서버가 상품을 알리기 위해 무선 장치와 통신한다면, 희망 구매 의

류는 주방 용품점으로 전송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서버 S1이 이동 무선 장치(D)에 저장된 어떠한 희망 구매품과도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은 부정적 응답이 전송되도록 한다. 어쨌던, 실제적인 응답이 없

다는 사실로부터, 이동 무선 장치(D)는 일치하는 제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서버 S1이 소비자의 이동 무선 장치(D)에 저장된 상품과 정합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서버 S1은 이러한 사실을 

이동 무선 장치(D)에게 알리고 가격 및/또는 서비스 약관과 같은 다른 조건을 제안한다. 소비자로부터의 사용자 입력

에 기초하거나 저장된 정책에 기초하여 소비자가 서버 S1으로부터의 제안(가격 또는 다른 조건)을 수락하기를 원한

다면, 이동 무선 장치(D)는 응답을 서버 S1에게 보내 체결되었음을 알린다. 소비자가 가격 및/또는 다른 조건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를 서버 S1에게 알리고 서버 S1은 이동 무선 장치(D)로 전송되는 메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다. 대안으로, (서버 S1을 통해) 판매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제안은 수락될 수도 있고 역

제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래가 체결될 때까지 또는 한 당사자가 거래가 도저히 체결될 것 같지 않다고 결론내릴때

까지 각각의 아이템에 관하여 다른 서버에서 동일한 시퀀스가 반복된다. 이동 무선 장치(D)는 동시에 복수개의 서버

와 통신할 수도 있으며 한쪽과의 흥정 결과를 다른쪽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통신 범위는 작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략

최대 100미터), 이동 무선 장치(D)는 소정 시간에 하나 또는 2개의 서버와 통신할 것이다. 이는 상거래의 진정한 로컬

영역화를 구현한다.

발명의 효과

물론,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양호한 실시예의 앞선 설명들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에 대한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 송수신기의 기능은 설명했던 셀 전화가 아닌, 스마트카드, Palm Pilot 

또는 소비자가 소지할 수 있는 유사한 휴대용 통신 장치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근처의 잠재적 소비자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피코셀 통신은 GPS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GPS 시스템은, 임의의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보다 더 작은 영역내의 고객을 목표로 한다면 지리적 영역이 가변적일 수 있게 해 주며 판매자가 지정할 수 있

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원한다면 소비자 스스로 판매자와 통신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도 본 발명의 일부 특징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

매의 협상은 바람직하지만 본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은 아니며 거래를 직접 끝맺는 규정은 직접 들고 오는 것이 아니

라 배달될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삭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호한 실시예의 앞선 설명들은 

본 발명의 원리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컬 영역 내에서 상거래 제안(proposed commercial transaction)을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와 연관되어 소비자 선호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무선 장치와

,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 저장된 상기 소비자 선호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소비자 선호사항에 근거한 제안

을 판매자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제안을 상기 소비자와 연관된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 전송하기 위해 상기 이동 무선 

장치와 통신하기에 적합한 통신 시스템

을 포함하는 상거래 제안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판매자로부터의 제안을 저장하고 상기 제안에 관련된 정보를 제2 판매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수

단을 더 포함하여 상기 제2 판매자가 상기 제1 판매자에 의한 제안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거래 제안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와 연관된 상기 이동 무선 장치는 상기 소비자에 의해 로드되는 선호사항을 포함하는 저

장 장치를 갖는 셀룰러 전화기이며, 상기 통신 시스템은 제한된 로컬 영역에 걸쳐 동작하는 단거리 무선 시스템(short

range wireless system)인 상거래 제안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거리 통신 시스템은 블루투쓰 규격(Bluetooth specification)를 따르는 상거래 제안 통신 시

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안은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 저장된 소비자 선호사항에 부합하는 상거

래 제안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에 의해 이루어진 제안은 상기 소비자에 의해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 저장된 선호사항에

기초하지만 상기 무선 이동 장치 내에 저장된 상기 소비자 선호사항과는 상이한 상거래 제안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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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 위치의 판매자와 이동 무선 장치에 연관된 잠재 고객간의 상거래 제안 방법에 있어서,

상거래 제안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무선 장치로부터 단지 제한된 지리적 범위를 갖는 신호 - 상기 신호는 상기 잠재 고객에 의해 제안된 상거

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전송된 신호는, 전송 시점에서 상기 잠재 고객의 이동 무선 장치 

위치에 근접하는, 상기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의 판매자 수신기에 의해서만 수신됨-와,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서, 상기 잠재 고객에게 근접하고 상기 잠재 고객에 연관된 이동 무선 장치의 제한된 지리적 범

위 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잠재 고객은 상기 잠재 고객에 근접하여 위

치하는 판매자들로부터 상기 상거래 제안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상거래 제안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판매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한 고객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근접한 영역 내의 상기 판매자의 수신기에 제2 메시

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으로써, 상기 이동 무선 장치의 주어진 제한된 전송 범위내에서, 상기 고객은 그의 전

송 시점에 상기 판매자에 근접하여 있으며 통신중에 그의 위치와 근접한 판매자들과만 통신하는 상거래 제안 방법.

청구항 9.
각각이 고정된 장소를 갖는 2인 판매자와 상기 2인의 판매자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간에 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는 거래 제안에 관련된 자신의 선호사항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이동 무선 장치를 소지

하며, 상기 시스템은,

소비자에 연관되어 있으며, 상기 거래 제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저장하고 적어도 제1 및 제2 판매자로부터 상기 거래 

제안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이동 무선 장치와,

상기 제1 판매자 및 제2 판매자로부터의 메시지들을 비교하여 어떤 메시지가 더 유리한 거래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비

교기와,

상기 더 유리한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어도 한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더 유리한 거래의 세부 사항에 응답하

여 상기 적어도 한 판매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 시스템

을 포함하는 경매 수행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더 유리한 거래의 세부사항에 응답하여 상기 판매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비교하고 상기 수

신된 메시지를 다른 판매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경매 수행 시스템.

청구항 11.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잠재 고객으로부터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입력에 근거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제 1 모듈과,

상기 제1 모듈에 연결되어 상기 잠재 고객에 연관되어 있는 이동 무선 장치를 이용하여 제한된 지리적 범위에 걸쳐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2 모듈 - 상기 메시지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에게 전송됨-와,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응하여, 상기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의 판매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3 모듈과,

상기 제3 모듈에 연결되어 상기 잠재 고객에게 상기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제4 모듈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잠재 고객이 통신 시점에서 상기 판매자와 근접하여 위치하는 경우에만 상기 고객과 

판매자간에 상거래가 통신될 수 있게 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소비자 선호사항을 저장하기 위한 제1 모듈과,

외부 시스템에 의한 질의에 응답하여 상기 소비자 선호사항을 전송하기 위한 제2 모듈과,

상기 외부 시스템으로부터의 입찰들을 수신하여 상기 입찰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3 모듈과,

상기 입찰들을 비교하여 최선의 입찰을 판별하고 상기 최선의 입찰을 다른 입찰자들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4 모듈과,

수신된 상기 최선의 입찰을 표시하여 상기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5 모듈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15.
소비자와 잠재 판매자간에 거래 제안에 관하여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와 연관되어 잠재 구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와,

적어도 제1 및 제2의 잠재 판매자들 - 상기 제1 및 제2 판매자들 각각은 상기 거래 제안에 대하여 상기 소비자와 거

래하고자 함- 과 연관되어, 상기 제1 판매자로부터의 제1 입찰을 상기 무선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무선 장치로부터 

상기 제1 입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입찰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제2 판매자에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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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및 그의 무선 장치에 근접한 판매자들을 판단하기 위한 센서를 더 포함하여 상기 고객이 

정해진 지리적 영역 내의 판매자들과 거래하도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장치가 대안(alternate) 거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는 응답을 상기 판매자로부터 수신하

면, 상기 대안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른 판매자에게 전송되어 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입찰을 수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장치는 스크린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 제안에 관련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을 

표시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판매자와 이동 무선 장치를 소지한 잠재 고객간에 상거래를 제안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서 잠재 구매에 관하여 제1 판매자로부터 제1 입찰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판매자로부터 수신된 제1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2 판매자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무선 장치에서 상기 잠재 구매에 관하여 상기 제2 판매자로부터 제2 입찰을 수신하는 단계 - 이에 의해, 상

기 잠재 고객은 잠재 구매를 위해 상기 제1 판매자로부터의 제1 입찰과 상기 제2 판매자로부터의 제2 입찰을 비교하

게 됨-

를 포함하는 상거래 제안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오직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수신하고 전송함으로써, 통신 시점에 상기 고객이 상기 판

매자들에 근접하여 있게 되는 상거래 제안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무선 장치에 소비자 선호사항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은 상기 저

장된 소비자 선호사항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거래 제안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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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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