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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location consumer)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동작시에,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위치정보 고객에게 라이센스(license)를 발행한다. 라이센스는 위치정보 고객

과,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라이센스상에 둔 임의 조건을 식별한다. 라이센스는 암호화되어 이 라이센스를 변형시키면

무효화된다. 라이센스는 위치정보 고객에 의한 위치정보 요청시에 제출된다. 위치정보 서버는 이 요청을 수신하고, 라이센

스가 위치정보 고객에게 발행되었고 위치정보 요청이 라이센스의 조건을 따르는 지를 확인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위치정

보 서버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고,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고, 위치정보 응답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이 위치정보

응답을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위치정보, 모바일 장치, 라이센스, 공용키, 개인키, 암호화,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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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데 적당한 예시적인 운영 환경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초기화 및 동작 양상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양상을 구현하는 데 적당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서버의 예시적인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구성요소들간의 예시적인 교환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인 루

틴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라이센스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컴퓨팅 장치상에서 실행되는 예시적인 루틴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4: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106: 위치정보 서버

110: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 112: 위치정보 고객

216: 라이센스 요청 220: 위치정보 요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에 관한 것으로, 특히 권한 관리(rights

management)를 사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location privacy)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정부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가 소정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

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규정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가 모바일 장치의

100 미터 반경내 모바일 장치에 대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긴급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장

치의 위치를 알아낼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었지만,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능력의 부차적 결과는 위치정보를 긴급

서비스이외의 더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위 위치정보 고객(location consumers)에게 모바일 장치

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체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위치정보 고객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 가족, 친구, 사업주, 플릿 매니저(fleet managers)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위치정보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은 성장해 왔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다. 이동전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태블릿형태의 하이브리드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

지 않는 모바일 장치는 주로 개인 품목, 즉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게 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품목이므로, 모바일 장치

는 주로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 소유물로 유지되며, 그 자체로, 모바일 장치의 위치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 위치

에 근접하게 대응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유포는 분명히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출이다. 그것만으로도, 개별의 개인 위치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그의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에 대해 유포 제어를

설정함으로써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분명히, 개인 정보와 같은 위치정보는 나쁜 목적이나 허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불행히도, 유포 제어가

위치정보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정될 지라도, 위치정보의 무허가 사용을 행하는 자들은 제어를 우회하여 위치정보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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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위치정보 고객이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엄격한 유포 제어를 부가할 수 있지만, 슈퍼-사용자 권한을 가진 나쁜 관리자가 이들의 권리를 사용하여 적절히 설

정된 임의 유포 제어를 쉽게 손상시키며,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통과함에 따라 위치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대신에,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와 합법적 위치정보 고객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을 엿듣는 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를 다시 손상시키면서 위치정보에 대한 무허가 접근을 얻을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중의 하나는 요청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치

정보 고객에게로 경로배정하는 것이지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장치와 관련된 실제 위치정보를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종종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

치정보 고객에게로 전달시킴으로써 보안 취약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안전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위치정보 고객에게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서 발견된 상기 및 다른

문제들을 다룬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위치정보 서버(location

information server)가 제공된다. 위치정보 서버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한다. 메모리는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실행

될 때에,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위치정보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위치정보 서버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트럭션을 저장한다. 위치정보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

가된 경우, 위치정보 서버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생성하고, 위치정보 응

답을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에 관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

공자는 적어도 하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 통신으로 연결되고, 또한 위치정보 고객에 통신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시

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통하여 모바일 장치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고,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위치정보 서버를 더 포함한다.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시에,

위치정보 서버가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위치정보 요청인지를 확인하도록 위치정보 서버를 구성한다. 위치정

보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 위치정보 서버는 모바일 장치에 관한 위치정보를 얻고, 위치정보를 포

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생성하고, 위치정보 응답을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실행된다.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시에, 위치정보 요청은 모바일 장

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위치정보 요청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확인된다. 위치정보가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

된 경우, 위치정보 서버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생성하고, 위치정보 고객

에 응답하여 위치를 반환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전술한 양상 및 다수의 이점들은 첨부 도면과 함께 후속되는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보다 명백해지므로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모바일 장치(102)에 관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한 예시적인 운영 환경

(100)을 도시한다. 예시적인 환경(100)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서비

스 제공자(104)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구조(108)와 위치정보 서버(106)를 포함한다. 모바일 서비스 기반구조(108)는 셀

타워(cell towers), 스위치등과 같은 모바일 장치(102)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

의해 사용되는 기반구조에 대응하며,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 모바일 서비스 기반구조(108)

는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위치정보 서버(106)는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의 외부 인터페이스로서 기능을 한다. 위치정

보 서버(106)는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또한 도 1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를 도시한다. 도 1에서 단지 하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 연결된 것으

로 도시되었지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는 (도시되지 않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 연결된다. 따라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는 위치정보 고객(112)과 같은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하고, (전형적으로

공개특허 10-2006-0046766

- 3 -



위치정보 요청의 목표/모바일 장치를 기반으로하거나 혹은 대신에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신원을 기반으로 하여) 위치정보

요청이 향하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위치정보 요청을 전달하고, 모

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부터 위치정보 응답을 수신하고, 그리고 이 위치정보 응답을 요청중인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반환한다.

도 1과 도 1에 관한 설명은 셀룰러 전화 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를 도시하지만, 이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또

다른 유형의 위치 제공자로써 대체될 수 있거나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IEEE

802.11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무선 네트워크중의 하나상에서와 같이,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바일 장치로부터 주기

적 갱신을 수신하는 위치 서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성은 P2P 환경(peer-to-

peer environment)에서 각 모바일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고, 위치정보는 위치 제공자로서 동작하는 각 모바일 장치에 의

해 유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특정 형태의 위치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단지 설명을 위하여 후술될 설

명은 도 1에 도시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부터의 개별 엔티티로서 도 1에 도시되었지만, 다른 실시예

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전형적으로 위치정보 서버(106)를 통하여 위치정보 고객(112)과 같은 위치정보 고객

에게 직접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언하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그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는 본 발

명의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부터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정 제어를 시행한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단지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만이 모

바일 장치(102)에 관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만이 위치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각 위치정보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명시된 조건을 따

르도록 더 보장한다. 또한 요청중인 위치정보 고객(112)이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임을 확인하고,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으

로부터의 위치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명시된 임의 조건을 따름을 확인한 후에, 위치정보 서버는 위치정보 응

답을 준비하고, 이 응답에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고(혹은 이 대신에 전체 위치정보 응답), 이 암호화된 정보를 전형적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요청중인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충분히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위치정

보 응답에서 실제 위치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복호화 키를 갖는 자, 즉 요청 중인 위치정보 고객(112)만이 위치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전술한 제어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서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시에 종래의 소정

초기화 및 교환이 발생되어야 한다. 도 2는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의 구성요소들간의 다양한 초기화 및 교환을 도시하는

도면(200)이다. 도면(200)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와 위치정보 고객(112)을 포함한다. 그러나 초기화 및 교환의 설

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도 2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가 도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위치

정보를 보장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에서,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 병합될 수 있거나, 혹은 이 대신에 위치정보 고객(112)으

로 병합될 수 있도록 도시하기 위해 기능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가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만이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을 얻도록 확인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되지 않은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늘 일

정하게 갱신되어야 하는 허가된 고객 리스트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위치정보 고객(112)과 같은 위치정보 고객에게 라이센스(license)를 발행한다. 유효 라이센스를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

공자(104)는 허가되지 않은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허가된 위치정보 고객을 식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서만 발행될 수 있고, 고유하게 위치정보 고객을 식별하며, 변경하면 라이센스의 유

효성이 파괴될 수 있다. 또한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라이센스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위치정보의 접근 또는 사

용시의 임의 조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위조에 대해 라이센스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 특히, 위치정보 고객(112)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요청할 때,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전형적으로 컴퓨팅 장치를 통하여 라이센스에

서 또는 라이센스와 관련된 모든 또는 소정 정보를 암호화한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

터의 위치정보 요청을 수반한) 라이센스에서 암호화 정보를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함으로써, 위치정보 고객이 허가

되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가 적절하게 복호화되고 요청중인 위치정보 고객에 대응하는 경우, 모바일 서비스 제공

자(104)는 라이센스가 아직 유효한지와 위치정보 고객(112)이 위치정보에 접근토록 허가되었는 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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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암호화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발명은 라이센스 관련 정보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기 위하여 종종 비대칭 키로

서 언급되는, 공용키/개인키쌍(a public key/private key pair)을 포함한 디지털 서명 기법을 바람직하게 사용한다. 따라

서 도 2를 참조하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공용키(206)와 개인키(208)를 포함한, 디지털 서명된 전자 정보를 위한 암호화

키쌍(204)을 발생해왔다. 따라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208)를 사용하여 위치정보 고객

(112)에 발행된 라이센스를 디지털 서명한다. 대응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

를 사용하여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 얻은 디지털 서명된 라이센스가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디지털 인증서와,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한 인증은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단히 언급하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든 또는 소정의

라이센스상에 보안 해시(secure hash)를 실행함으로써 라인센스를 디지털 서명하고,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208)

로써 해시의 결과를 암호화한다. 정보(라이센스)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라이센스상

에 동일한 해시를 더 실행하고,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해시 결과를 복호화하고

(decrypt), 해시 결과들을 비교한다. 그들이 매칭한다면, 라이센스는 유효하다. 이 대신에, 그들이 매칭하지 않는다면, 라

이센스 또는 암호화된 해시 결과는 위조된 것이다.

도 2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를 도시하며, 사실상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는 모바일 장치(102)일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바일 장치(102)는 라이센스 요청(license request)에 응답하여 라이센스를 발생하

는 능력을 가진 하이브리드 통신장치/컴퓨팅장치일 수 있다.

발생되어야 할 초기화 부분으로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당업자라면 전달이 신뢰된 방식으로, 즉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가 모바일 장치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얻을 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일단 모바일 서비스 제공

자(104)가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가지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208)를 사

용하여 생성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다.

도 2 및 그의 설명에 관하여, 첨자를 포함한 라벨은 그 항목이 암호화되거나 혹은 디지털 서명되었음을 의미하고, 암호화/

서명의 출처자 뿐만 아니라 암호화/디지털 서명되게 하는 키를 식별한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218)를 위한 라벨은

"LICENSEMU PVT"로 판독된다. 이것은 라이센스(218)가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PVT)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

사용자(MU)에 의해 디지털 서명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위치정보 응답(222)을 위한 라벨은 "LOCATIONLC PUB"

로 판독되며, 이것은 위치정보 응답이 위치정보 고객(LC)의 공용키(PUB)를 사용하여 암호화됨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초기화 부분으로서, 위치정보 고객에게 또한 공용키(212)와 개인키(214)를 포함한 암호화장치(102)에 대한 위

치정보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부터 위치정보 고객(212)에게로 전송될 때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때때로, 위치정보 고객(112) 그 자체는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정보의 보안에 대한 보안성 위험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위치정보 고객(112)은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정보를 수신 및 복호화한 후에 유포할 수 있었다. 또한 키쌍(210)과 같은

전형적인 공용키/개인키 쌍으로써 보호된 정보는 단지 위치정보 고객이 그의 개인키(214)를 비밀로 유지하는 한 안전하

다. 또다른 사람이 위치정보 고객의 개인키(214)를 소유하게 되면,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보호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위치정보가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고객은

인스톨된 디지털 권한 관리 록박스(lock-box)를 가져야 한다. 또한 디지털 권한 관리 블랙박스로도 불리는 디지털 권한 관

리 록박스는 일반적으로, 1999년 3월 27일에 출원되어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병합된 "Enforcement Architecture and

Method for Digital Rights Management"라는 명칭의 미국특허출원 No. 60/126,614에 기술된다.

말하자면, 디지털 권한 관리 록박스(이후로부터 "록박스"로 참조)는 신뢰된 디지털 권한 관리 활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

성 처리를 통하여 위치정보 고객의 컴퓨터(112)상에 인스톨된다. 이 활성 처리는 위치정보 고객(112)의 신원을 인증하고,

일단 인증되면 록박스를 컴퓨터상에 설치한다. 이 록박스는 위치정보 고객(사용자) 및 위치정보 고객의 컴퓨터(112)의 모

두에 고유하다. 환언하면, 록박스는 한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될 수 없다. 또한 활성 처리는 공용키(212)와 개인

키(214)의 모두를 포함한 암호키쌍(210)을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제공한다. 개인키(214)가 비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

기 위하여, 개인키는 록박스에 안전하게 내장된다. 그 자체로는, 사용자(위치정보 고객)는 개인키(214)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정보 고객(112)은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로써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록박스를 사용한다. 또한 활성 처리는 신원 인증서를 위치정보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 신원 인증서는 위치정보 고객(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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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키(212) 및 가능한 다른 정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자 또는 토큰(token)을 포함한다. 이 신원 인증서는 활성 서비

스의 개인키에 의해 디지털 서명되고, 활성 서비스의 공용키를 사용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 당업자가 아는 바와 같이, 활

성 서비스의 공용키는 신뢰된 부분들을 통하여 사용가능하게 되고/되거나 널리 공개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정보 고객(112)은 라이센스 요청(216)을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게, 또는 특히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에게 발행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TCP/IP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성취된다.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라이센스 요청(216)을 수신한 후에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발행하거나 혹은 라이센스 요청

을 거부한다. 바람직하게, 라이센스 요청(216)은 위치정보 고객을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라이센스

가 신뢰된 위치정보 고객에게 발행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112)이 록박스로써 설치될

때, 라이센스 요청(216)은 위치정보 고객(112)에 대한 신원 인증서를 포함하거나 혹은 이를 수반함으로써, 모바일 장치 사

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고객을 명확하게 식별한다.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활성 서비스의 공용키를 사용하여 위치정보 고객

(112)에 대한 신원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센스 요청(216)은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포함한다. 일 실시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112)이 록박스로

써 설치될 때, 공용키(212)는 라이센스 요청(216)을 수반한 신원 인증서에 포함된다.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라이센스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또한 라이센스

에서 위치정보 고객의 사용시의 임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사용 조건은 위치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대,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당 날 수, 라이센스가 유효한 타임

블록(날, 시간등)을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지 않으며, 위치가 특정 영역 또는 구역, 정확성이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되기

전에 저하되는 위치정보의 정확성/특수성,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유형, 정보가 위치

정보 고객외에 유포될 수 있는 지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액세스될 수 있다. 접근 및 사용 조건에 부가적으로, 라이센스는 또

한, 위치정보 고객, 전술한 신원 인증서를 또는 공용키(212), 라이센스를 발행받을 사람, 라이센스가 유효한 시간 주기를

식별하는 유효성 시간 주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자/토큰과 같이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자를 포함

하지만 이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라이센스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자/토큰를 포함할 것

이다. 이 식별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또는 소정의 다른 고유 식별자일 수 있다.

라이센스의 항을 결정한 후에, 모바일 장치 사용자 또는 보다 명확히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208)를 사용하여 정보를 디지털 서명한다. 그 결과로 라이센스(218)(이후로부터는 "라이센스"로 참조)가

완성된다.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모바일 장치 사용자로부터의 단일 라이센스를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컴퓨터(202)를 통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라이센스 요청(216)에 응답하여 둘 이상의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다.

라이센스(218)가 발행됨으로써, 이 라이센스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모바일 장치(102)에 대한 위치정보에 접근토록 위치정

보 고객(112)을 고유하게 허가한다. 또한 라이센스(218)는 임의 변형하게 되면 무효가 되도록 디지털 서명된다. 따라서 또

다른 위치정보 고객이 위치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라이센스를 몰래 변형할 수 없다.

당업자라면 공용키/개인키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키로써 암호화된 정보는 대응하는 공용키를 사용해서만 복호화될 수 있

다는 점을 알 것이다. 유사하게, 공용키로써 암호화된 정보는 대응하는 개인키를 사용해서만 복호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

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전달함으로써,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로 하여금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발행된 인증된 라이센스(218)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 라이센스(218)의 보안을 위해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인증되어 발행되는 라이센스(218)와 같은

라이센스를 식별하는 것이다.

위치정보 고객(112)은 유효하게 발행된 라이센스(218)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

(110)(도 1)를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위치정보 요청(220)을 발행할 수 있다. 위치정보 요청(220)은 전형

적으로 라이센스(218)를 포함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112)이 록박스로써

설치되고 라이센스(218)가 위치정보 고객을 식별하는 식별자/토큰을 포함하지만 고객의 신원 인증서를 포함하지 않을 시

에, 위치정보 요청은 오히려 위치정보 고객의 신원 인증서를 수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설명은 단지 하나의 라이센스(218)의 교환을 기술하였지만,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위치정보 고객

(112)에게 다수의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설명은 위치정보 고객(112)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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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단일 라이센스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은 위치정보 요청(220)에서 모바일 장

치 사용자로부터 얻은 다수의 라이센스를 제출할 수 있다.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 다수의 라이센스를 수신시에, 가

장 적절한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달려있다.

말하자면, 위치정보 요청(220)을 수신시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먼저 위치정보 요청(220)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206)를 사용하여 라이센스(218)의 유

효성을 확인하고,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및 포함된 경우에 신원 인증서)를 사용하여 라이센스가 위치정보 고객

(112)에게 발행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 고객이 모바일 장치(102)에 관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처리가 발생될 수 있다.

위치정보 요청(220)이 유효한 요청임을 확인한 후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모바일 장치(102)(도 1)의 위치정보를

얻고, 라이센스(218)의 조건에 명시된 임의 처리를 수행하고,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암호

화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도 1)를 통하여 위치정보 고객(112)에 위치정보 응답

(222)을 반환한다.

(도시되지 않은) 일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112)이 록박스로써 설치될 때,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고

객의 공용키(212)로써 위치정보 응답을 간접적으로 암호화한다. 이 경우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대칭 암호화키

로써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즉 이 키는 위치정보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 후, 이 대칭키는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로써 암호화된다. 이런식으로, 위치정보는 단지,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로써 "간접적으로" 암호

화된다. 위치 정보가 대칭키 보다는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면, 위치정보는 공용키(212)로써

직접 암호화된다. 위치정보 및, 사용된 경우에 대칭키를 암호화한 최종 결과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고

객의 록박스가 암호화된 위치정보 응답을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치정보 고객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것이다.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위치정보 고객의 대

응하는 개인키(214)를 가진 사람만이 위치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다. 이 정보가 록박스에 내장될 때, 위치정보 고객만이 위

치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에 발행되는 라이센스와 유사하게, 위치정보상에 놓인 사용 조건

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임의 변형하면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위치정보 응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도록 위치정보 응답(222)

을 암호화한다.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개인이 위치정보 응답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또는 기반구조상일지라도, 위

치정보는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안전하게 전달된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정보 고객 라이센스는 위치정보의 사용에 대한 부가적인 제약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제약은 위치정

보를 복호화하는 데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주기, 이 라이센스를 통하여 접근가

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혹은 사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위치정보 서버(106)뿐

만 아니라 모바일 장치(102)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기반구조(108)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

명의 양상을 구현하는 데 적당한 위치정보 서버(106)의 예시적인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위치정보 서버(106)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한 컴퓨터이

며, 여기서 메모리는 위치정보 서버에 관하여 기술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인스트럭션을 저장한다. 당업자

라면 위치정보 서버(106)가 퍼스널 컴퓨터, 미니 컴퓨터 및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지 않는 다수 유

형의 컴퓨터상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단일 머신상에 위치정보 서버(106)를 구현하는 데 부가적으로, 본 발명

의 또다른 양상에 따라서, 위치정보 서버의 구성요소는 협동하는 컴퓨터의 분산 네트워크상에 구현될 수 있으며, 각 협동

하는 컴퓨터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정보 요청(220) 부분으로 포함된 라이센스(218)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장치 사용자는 그들의 공용키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위치정보 서버(106)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를 저장하기 위한 공용키 저장소(302)를 포함한다.

또한 위치정보 서버(106)는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을 포함한다.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위치정보 고객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치정보 고객(112)과 같은 위치정보 고객

으로부터 위치정보 요청(220)(도 2)과 같은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한다. 그 후,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각 위치정

보 요청(220)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요청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공개특허 10-2006-0046766

- 7 -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 위치정보 요청(220)이 허가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수의 양상을 포함한다. 먼저,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위치정보 요청(220)이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발행된 유효 라이센스(218)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공용키 저장소(302)에 저장된 모바일 장치 사용자

의 공용키(206)를 사용하여 라이센스(218)를 확인한다. 위치정보 고객의 신원 인증서가 라이센스(218)에 포함되지 않고

위치정보 요청(220)에서 개별적으로 송신되는 실시예에서, 확인 모듈은 위치정보 고객의 신원 인증서가 믿을 만하며 유효

한지를 확인하고, 또한 신원 인증서에 포함된 신원 토큰이 라이센스(218)에 포함된 위치정보 고객의 신원 토큰과 동일한

지를 확인한다.

라이센스(218)의 유효성을 결정하고 라이센스가 위치정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발행된다는 가정에 부가적으로,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위치정보 요청이 라이센스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지를 더 확인한다. 예를 들면, 하루의 시간대 범

위가 조건이라면,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위치정보 요청이 허용가능한 시간 주기내에 들어가는 지의 여부를 결

정한다.

소정 조건은 라이센스관련 정보의 유지를 요구하므로, 위치 정보 서버(106)는 또한 라이센스관련 데이터 저장소(304)를

포함한다. 라이센스관련 데이터 저장소(304)는 관련된 라이센스관련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소정 이유로 인하여 라이센스

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218)에 설정된 조건은 위치정보 고객(112)이 단지 10번 또는 24시간 주기내 10

번, 모바일 장치에 관한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이센스를 사용한 횟수를 추적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유지해야만 한다. 라이센스관련 카운터는 라이센스관련 데이터 저장소(304)에 저장된다.

위치정보 요청(220)을 확인하는 또다른 양상은 위치정보 요청을 지원하는 라이센스(218)의 중지(suspend) 및/또는 취소

(revoke)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라이센스(218)를 발행한

후에,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많은 이유로 인하여 위치정보 고객이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혹은 중지시키기를 원할 수 있다. 분명히,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발행된 라

이센스(218)를 검색을 실행불가인 경우에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

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취소 또는 중지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이 정보는 라이센스관련 데이터 저장소

(304)에 저장된다. 후속하여, 위치정보 요청(220)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

(306)은 위치정보 요청이 허가될 시의 라이센스(218)가 중지 혹은 취소인지를 결정한다. 어느 경우가 사실이든지, 위치정

보 요청은 수행되지 않는다.

위치정보 요청 확인 모듈(306)은 위치정보 요청이 인증되어 위치정보 고객(112)으로 발행되며, 위치정보 요청이 라이센스

의 조건을 따르고, 위치정보 요청이 중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후에만,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정보가 얻는다.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는 모바일 장치 로케이터 모듈(mobile device locator module)(308)을 사용하여 위치정보 서비

스(106)에 의해 얻어진다. 일 실시예에서, 모바일 장치 로케이터 모듈(308)는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를 얻기 위하여 모

바일 서비스 제공자 기반구조(108)와 함께 동작한다. 위치정보를 얻는 다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기반구조(108)가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결정한 후에 위치정보를 얻는 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대신에, 위치정보를 얻는 다는 것은 그

의 위치에 대하여 모바일 장치를 질의하는, 특히 그들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들 위치인식 모바일 장치를 질의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위치정보를 얻은 후에, 위치정보 서버(106)는 위치정보 응답 모듈(310)을 통하여 위치정보 응답(222)을 발생한다. 위치정

보 응답 모듈(310)은 라이센스(218)에 명시된 임의 조건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위치정보 고

객의 공용키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암호화하고, 위치정보 응답(222)으로서의 정보를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반환하는 것을 책임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저하시키

고, 모바일 장치가 위치한 지리적 영역 또는 구역을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명시하는 것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대응하는 개인키(214)를 소유한 사람만이 위치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다.

전술한 구성요소가 내부작동하는 방법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적인 교환을 기술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버 제공자(104)로부터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예시적인 운영 환경

(100)의 전술한 구성요소들간에 예시적인 교환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예시적인 교환은 모바일

장치 컴퓨터(202),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 및 위치정보 고객(112)으로 이루어진 상이

한 4 엔티티들간에 발생한다. 이벤트는 4 구성요소중의 한 구성요소 아래에 박스로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이벤트(40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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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고객(112)을 위한 표제의 바로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이벤트(404)는 위치정보 고객(112)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에

대응한다. 유사하게, 이벤트(406)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202)의 표제의 바로 아래에 있으므로, 모바일 장치 사용자 컴퓨터

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 또는 이벤트에 대응한다.

이벤트(404)에서 시작하여, 위치정보 고객(112)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에게 라이센스를 위한 요청을 발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는 모바일 장치(102)에 대응할 수 있거나, 혹은 라이센스 요청

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는 개별 컴퓨터일 수 있다. 이벤트(406)에서, 라이센스 요청을 수신

한 후에,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202)는 위치정보 고객(112)에 대한 라이센스(218)를 발행하고, 이 라이센스를 위

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라이센스(218)를 수신한 후에 소정 시점인 이벤트(408)에서, 위치정보 고객(112)은 모바일 장치(102)에 관한 위치정보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220)을 발생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위치정보 요청(220)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

로 송신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 요청(220)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로부터 얻은 라이센스(218)뿐만 아니라 위치정

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포함한다. 이벤트(410)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는 모바일 장치(102)에 대응하는 모

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를 식별하고, 이것은 위치정보 요청(220)의 주제이며, 이 위치정보 요청을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104)에게 전송된다.

이벤트(412)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220)을 확인한다. 위치정

보 요청(220)이 유효한 요청이라고 가정시에, 즉, 라이센스(218)가 믿을 만하며 중지되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으며 이 요청

이 라이센스의 조건을 따른다고 가정시에, 이벤트(414)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를 얻는다.

이벤트(416)에서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를 얻은 후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응답(222)을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 응답(222)을 발생한다는 것은 라이센스(218)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저하시키고, 위치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조건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등과,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212)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후, 모

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응답(222)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에게 반환한다. 이벤트(418)에서, 위치기

반 제공자(110)는 위치정보 응답(222)을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전송한다.

도 5는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220)에 응답하기 위하여 모바일 장치 제공자(104)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인 루틴(500)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블록(502)에서 시작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고객(112)

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 요청(220)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에게 직접 제

출될 수 있거나, 혹은 이 대신에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판정 블록(504)에서, 위치정보 고객의 라이센스가 믿을 만한지에 관한 결정을 행한다. 환언하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위

치정보 요청(220)의 기본인 라이센스(218)를 발행했는 지의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라이센스를 믿을 수 없다면, 블록

(506)에서 오류를 위치정보 고객(112)으로 반환하고, 루틴(500)을 종료한다.

라이센스가 믿을 만한 것이며, 즉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생되며 위치정보 고객(112)에 대응하는 경우, 판정 블록

(508)에서 위치정보 요청(220)이 라이센스(218)에서 설명되는 조건에 따라서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또다른 결정을

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라이센스는 위치정보 고객(112)이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횟수, 위치정보 고객이 위치 장치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특수성,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날의 시간대등을 포함한 임의 수의 조건을 설정한다. 위

치정보 요청이 허용가능한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라이센스(218)가 취소되었는지 혹은 현재 중지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정보 요청이 라이센스의 조건에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블록(506)에서 오류를 위치정보 고

객(112)에게 반환하고, 루틴(500)을 종료한다.

위치정보 요청이 라이센스(218)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허용가능한 경우, 블록(510)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얻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를 얻는 다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기반구

조(108)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혹은 이 대신에 모바일 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얻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102)에 대한 위치정보를 얻은 후에, 블록(512)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위치정보 응답(222)을 발

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는 라이센스(218)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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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212)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위치정보 응답(222)을 발생한 후에, 블록(514)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104)는 이 위

치 응답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110)를 통하여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혹은 직접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한다. 그

후, 예시적인 루틴(500)은 종료된다.

도 6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202)상에서 실행되는, 예시적인 루틴(600)의 흐름도이다. 블록(602)에서 시작

하여,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는 위치정보 고객(112)으로부터 라이센스 요청을 수신한다. 판정 블록(604)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전형적으로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202)를 통하여 라이센스 요청이 믿을만 한지에 대해

결정한다. 환언하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위치정보 고객(112)이 그가 말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신뢰된 소스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과 같이 그가 위치정보 고객(112)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라이센스 요청을 믿을 수 없

다고 결정한 경우, 블록(606)에서 오류를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반환하고 루틴(600)을 종료한다.

이 대신에, 라이센스 요청이 믿을 만한 경우, 블록(608)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선호사항 당 라이

센스(218)를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위치정보 고객(112)이 모바일 장치(102)의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다.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라이센스 및 조건을 설정한 후에, 블록

(610)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208)를 사용함으로써 라이센스(218)를 디지털 서명한다.

블록(612)에서 라이센스(218)를 위치정보 고객(112)에게 반환하고 루틴(600)을 종료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를 바람직한 실시예를 포함하여 도시 및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변경을 행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안전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치정보 고객에게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location consumer)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위치정보 서

버(location information server)에 있어서,

프로세서와,

상기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실행될 때, 위치정보 요청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위치정보 서버로 하여금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 상기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생성하

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하게 하는

실행가능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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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라이센스(license)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키 저장소(key store)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키 저장소에 저장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라이센스에서 암호화 정보를 복호

화하고,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가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키 저장소에 저장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상기 복호화 키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public

key)이며,

상기 라이센스에서의 상기 암호화된 정보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

되었으므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개인키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는 단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공용키

에 의해 효과적으로 복호화될 수 있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가 확인하는 것은,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에 의해 적절히 복호화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을 발행하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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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는 상기 라이센스를 발행받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에서의 상기 위

치정보 고객 식별자가 상기 복호화된 정보에서의 상기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더 포

함하는

위치정보 고객 서버.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라이센스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라이

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를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 고객 서버.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라이센스를 식별하는 취소 정보(revocation

information)를 저장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에서의 상기 취소 정보에 따라서 취소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현재 중지된 라이센스를 식별하는 중지 정보

(suspension information)를 저장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에

서의 상기 중지 정보에 따라서 상기 라이센스가 현재 중지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모바일 장치의 상기 위치정보를 접근토록 허가될 시의 조건을 식별하는 접근

조건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접근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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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라이센스에서 식별되는 상기 접근 조건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 조건 정보를 저장하

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과 관련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의 적어도 일부를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암호화 키를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암호화 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이므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의 암호화된 부분은 단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대응하는 개인키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복호화될 수 있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 조건을 식별하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응답에서 상기 식별된 사용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위치정

보 서버.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명시하기 위한 정확성 조건을 더 식별하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정확성 조건에 따라서 상기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 서

버.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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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정보 응답은 그것이 변경될 시에 상기 포함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발생되는 위치정보

서버.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라이센스에 임의 변경이 행해지면 무효가 되도록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는 위치정

보 서버.

청구항 19.

모바일 장치에 관한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신으로 연결되며, 또한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통신으로 연결된, 위치기반 서

비스 제공자와,

모바일 서비스 기반구조를 통하여 상기 모바일 장치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 위치정보 요청

을 수신시에 응답하여 상기 위치정보 서버로 하여금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 상기 모바일 장치에 관한 위치정보를 얻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생성하

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구성된 상기 위치정보 서버를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를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서버는 상기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상기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위치정보 서버는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상기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하는 컴

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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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요청을 수신시에 상기 위치정보 요청에 의해 목

표가 된 상기 모바일 장치를 서비스하는 상기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의 위

치정보 서버에게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으로부터의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

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서버는 키 저장소를 포함하고,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상기 키 저장소에 저장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라이센스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복

호화하고,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상기 복호화된 정보가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키 저장소에 저장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상기 복호화 키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이고, 상

기 라이센스에서의 상기 암호화된 정보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개인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으므로, 상

기 모바일 장치의 장치 사용자 키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는 단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공용키에 의해서만 유

효하게 복호화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가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에 의해 적절히 복호화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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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을 발생하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를

더 포함하고,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는 상기 라이센스를 발행받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에서의 상기 위

치정보 고객 식별자가 상기 복호화된 정보에서의 상기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더 포

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서버는,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라이센스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라이센스를 식별하는 취소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에서의 상기 취소 정보에 따라서 취소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현재 중지된 라이센스를 식별하는 중지 정보를 저장하

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라이센스가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에서 상기 중지 정보에 따라서 현재 중지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모바일 장치의 상기 위치정보를 접근토록 허가될 시의 조건을 식별하는 접근

조건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접근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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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관련 정보 저장소는 상기 라이센스에서의 식별된 상기 액세스 조건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 조건 정보를 저장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2.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과 관련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의 적어도 일부분을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암호화 키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암호화 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이므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의 암호화된 부분은 상기 위치

정보 고객의 대응하는 개인키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복호화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 조건을 식별하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위치정보 응답에서 상기 식별된 사용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

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명시하기 위한 정확성 조건을 더 식별하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것은, 상기 정확성 조건에 따라서 상기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네

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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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은 그것이 변경될 시에 상기 포함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발생되는 컴퓨터 네

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8.

제22항에 따라서,

상기 라이센스는 상기 라이센스에 임의 변경이 행해지면 무효화되도록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9.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서버상에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경우에,

상기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는 단계와,

상기 얻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위치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위치 라이센스에서의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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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가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와 관련된 상기 복호화 키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이며, 상기 위치 라이센스에서의

상기 암호화된 정보는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개인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으므로,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

자의 개인키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는 단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대응하는 공용키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복호화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라이센스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가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공용키에 의해 적절히 복호화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을 발생하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를

더 포함하고,

상기 최종 복호화된 정보는 상기 위치 라이센스를 발행받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위치정보 고객 식별

자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 요청에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가 상기 복호화된 정보에서의 상기 위치정보 고객 식별자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 라이센스가 상기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저장된 취소 정보에 따라서 취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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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 라이센스가 상기

위치정보 서버에 의해 저장된 중지 정보에 따라서 현재 중지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모바일 장치의 상기 위치정보에 접근토록 허가될 시의 조건을 식별하는

접근 조건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위치 라이센스에서 식별된 상기 접근 조건에 따르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과 관련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얻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의 적어도 일부분을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요청은 상기 위치정보 고객과 관련된 상기 암호화 키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고객과 관련된 상기 암호화 키는 공용키/개인키 쌍의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이므로,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공용키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의 대응하는 개인키에 의해서만 복호화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이 상기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 조건을 식별하

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 응답에서의 상기 식별된 사용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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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 라이센스는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명시하는 정확성 조건을 더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정확성 조건에 따라서 상기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48항에 따라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상기 단계는, 그것이 변경될 시에 상기 포함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

으로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4.

컴퓨팅 장치상에 실행될 때,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실행가능 인스트럭션을 내장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되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정보 요청이 상기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

상기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얻는 단계와,

상기 얻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응답을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정보 응답을 상기 위치정보 고객에게 반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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