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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서비스 지역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 WCD)에 의해 발신되는 자원 요구는 특정의 요구를 발

신한다. 상기 자원 요구에는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가 추가된다. 상기 위치 표시자는 상기 자원 

요구를 전송한 접근점 내의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 그후, 상기 자원 요구는 내용 서버에 전송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단거리용 무선 통신 환경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제어기 구현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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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포함하는 동작 순서를 예시하

는 플로 챠트.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Bluetooth) 환경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포함하는 동작 순서를 예시하는 플로 

챠트.

도 7은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정보를 추가하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접근점 구현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8은 2개의 접근점이 쇼핑몰의 서로 다른 레벨에 위치되어 있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정면

도.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동작 환경에 대한 다이어그램.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1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제어기 구현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1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동작 환경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13은 다수의 서비스 지역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접근점 구현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도 14a 및 도 14b는 다수의 서비스 지역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정면도.

도 15는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Location-Based Services)'인 미국 특허출원 제  호(대리인 도킷 번호 제4208-4107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상기 미국 특허출원 그대로 본 출원에 참고가 된다.

본 발명은 통신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본 발명은 통신 망을 통해 무선 통신 장치에 개별화된 내

용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통신 시스템은 내용 서버 및 제공자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제작된 내용 항목(content items)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최종 사용자는 다양한 내용 서버로부터 멀티미디어 방송, 오디오 방송, 

이미지, 데이터 파일, 전자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입력 요소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 항목은 무선망을 통해 휴

대용 최종 사용자 장치에 전달된다. 휴대용 최종 사용자 장치의 예로는 무선 전화기, 무선용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

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 무선 통신 능력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가 있다.

블루투스(Bluetooth)는 무선 통신 장치가 서버로부터 자원을 요구 및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블루투스는, 

본래 케이블 대용으로서 의도된 단거리용 무선망을 정의한다. 이는, 하나의 장치가 마스터 장치로서 언급되는 8개에 

이르는 장치의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 나머지의 장치는 슬레이브 장치

로서 언급된다. 상기 슬레이브 장치는 상기 마스터 장치와 통신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마스터 장치를 거쳐 서로 통

신할 수도 있다. 'The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Specification Of The Bluetooth System , Volumes 1 a

nd 2, Core and Profiles: Version 1.1, February 22, 2001'에는 블루투스 장치 동작의 원리 및 통신 프로토콜이 기

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은 그대로 본원 명세서에 참고가 된다. 상기 장치들은 공업, 과학, 및 의료(Industrial, Sci- 

entific, and Medical; ISM) 설비의 일반적인 용도로 지정된 2.4GHz 무선 대역에서 동작한다. 블루투스 장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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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치의 통신 범위내에서 다른 블루투스 장치를 찾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른 단거리용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IEEE 802.11 및 하이퍼 랜(HIPERLAN)과 같은 무선 근거리 

통신망(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은 또한 무선 통신 장치가 서버로부터 자원을 요구 및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무선 환경에 있어서는, 휴대용 통신 장치의 위치는, 휴대용 통신 장치의 사용자가 정보를 일반적으로 요구할 때 원하

는 정보의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수신지에 대한 방위를 요구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초로 할 수 있는 방위를 선호한다.

그러한 위치 기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용 제공 요구를 수신하는 서버 또는 내용 제공자는 요구하는 장치의 위

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요구와 함께 장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발신되는 자원 요구에 위치 표시자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 WCD)에 의해 발신되는 자원 요구에 위치 표시자와 같

은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를 획득한다.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WCD 발신 자원 요구를 수신한다.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

치 표시자를 상기 자원 요구에 추가한다. 이러한 위치 표 시자는 상기 WCD와의 무선 통신 상태에 있는 접근점의 서

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후,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상기 자원을 내용 서버에 보낸다. 상기 서비스 지역과 관

련된 위치 표시자는 사전 정의될 수도 있고 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상기 위치 표시자는 위치 좌표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기 위치 표시자는 상기 WCD의 수직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원 요구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자원 요구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자원 요구는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요구 또는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요구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위치 표시자는 상기 자원 요구가 적절한 수신지 영역을 식별할 경

우 상기 자원 요구에 선택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위치 표시자 외에도,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상기 요구에 다른 유형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방법 및

장치는 상기 자원 요구에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및/또는 WCD 등급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 및 시스

템은 상기 요구에 물리 장치 주소와 같은 장치 식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장치 주소의 일례는 블루투스 장치 주소(

Bluetooth Device Address; BD_ADDR)이다. 내용 서버는 이러한 주소를 사용하여 발신하는 WCD를 인증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기법이 상기 요구에 그러한 정보를 추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 정보는 URL(Uniform Re

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파일,뉴스그룹과 같은 각종 자원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논리 주소)에 삽입될 수 있

다. 변형적으로는, 추가 정보가 상기 자원 요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헤더에 삽입될 수 있다.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또한 상기 자원 요구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상기 시스템 및 방법

은 상기 자원 요구가 적절한(또는 적합한) 수신지 영역을 식별할 때 그리고/또는 발신하는 WCD가 미리 결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WCD 중 하나의 WCD일 때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및 위

치 부가 유닛을 포함한다. 상기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는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CD)의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

다. 각각의 WCD의 위치 표시자는 상기 WCD와의 무선 접속을 지원하는 접속점의 서비스 지역으로부터 결정된다. 상

기 위치 부가 유닛은 상기 WCD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수신하고, 각각의 요구에 대하여, 요구하는 WCD에 대응

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장치는 WCD와의 통신을 위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 및 적어도 하나의 

내용 서버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데이터 통신망 기반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각

각의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은 WCD와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서비스 지역을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메모리, 및 프로

세서를 더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실행하여, (1) 상기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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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무선 통신 장치( WCD)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수신하고, (2) 상기 자원 요구에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

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며, (3) 상기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추 가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에 전송한다. 상기 위치 표시자는 WCD가 통신하는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방법 및 장치는 단거리용 WCD에 의해 발신된 자원을 수신하고 상기 자원을 내용 서버에 전송한

다.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또한 상기 내용 서버로부터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의 명령어를 수신하

고 이러한 위치 표시자를 결정한다. 상기 위치 표시자는 상기 WCD와의 통신 상태에 있는 접근점의 위치에 기초를 두

고 결정된다.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은 이러한 위치 표시자를 상기 내용 서버에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은 리코더 컴퓨터 프로그램 논리를 갖는 컴퓨터에 사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프로세서가 본 발명의 방법, 시스템,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유리한 점으로는, 본 발명이 자원 제공 요구를 수반하는 장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첨부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번호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그리고/또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요소

를 나타낸다. 상기 도면에서 최초로 도시된 요소는 참조번호에서 맨좌측 숫자로 표시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이용될 수 있는 단거리용 무선 통신 환경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이같은 전형적인 환경은 다수의 무선 통신 장치(W

CD; 102), 복수 개의 접근점(106), 호스트 제어기(110), 게이트웨이(gateway; 112), 데이터 통신망(114), 및 내용 서

버(116)를 포함한다.

WCD(102)는 내용 서버(116)와의 종단간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관계에 있다. 그러한 통신은 WCD(102)가 자원 제

공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내용 서버(116)는 하이퍼 텍스트 문

서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WCD(102)에 전송한다.

각각의 WCD(102)는 무선 이동 전화기, 무선 PDA, 페이저, 양방향 라디오, 스마트 폰, 퍼스널 커뮤니케이터(persona

l communicator), 또는 관련 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자명한 기타의 무선 장치일 수 있다. WCD(102)는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 WAP) 및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과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요구를 전송한다.

내용 서버(116)와의 WAP 통신 관계에 있을 경우, WCD(102)는 WAP 클라이언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

을 제공하기 위하여, WCD(102)는 WA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WAP 소프트웨어

는 관련 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알려져 있는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 WML) 브라우저, WM

L 스크립트 엔진, 푸시 부속 시스템, 및 무선 프로토콜 스택과 같은 구성 성분을 포함한다.

WAP 허용 WCD(102)는 덱(deck)이라 언급되는 소형 파일을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소형 파일은 각각 카드라고 언

급되는 보다 작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는 마이크로 브라우저(microbrowser)로서 언급되는 작은 표시 부위

에 끼워 맞춰 질 정도로 충분히 작다. 상기 마이크로 브라우저의 작은 사이즈 및 작은 파일 사이즈는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의해 강요되는 저용량의 메모리(low- memory) 장치 및 낮은 대역폭 통신의 제약에 적합하다.

카드는, 특히 소형 스크린 및 키보드가 없는 원-핸드(one-hand) 항행 시스템용으로 고안된 무선 마크업 언어(WML)

로 기록된다. WML은 스마트 폰, PDA, 및 퍼스널 커뮤니테이터와 같은 장치에 설치된 대형 LCD 스크린 뿐만 아니라,

2행 원문 표시 장치(two-line text display)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시 장치와 겸용될 수 있도록 확장가능하다. WML 

카드는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와 유사한 WML 스크립트로 기록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른 스크립트 언어에 제공되는 여러 불필요한 기능의 제거를 통해, WML 스크립트는 최소의 처리를 수행하며 메모

리는 WCD(102)를 요구한다.

요구는 WCD(102)로부터 접근점(106), 호스트 제어기(110), 게이트웨이(112), 및 데이터 통신망(114)을 통해 내용 

서버(116)로 보내진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은 내용 서버(116)로부터 게이트웨이(112), 및 접근점(106)을 통해 

보내진다. 각각의 수신된 요구로부터, 내용 서버(116)는 요구하는 WCD(102)에 대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

다. 이러한 선택은 요구하는 WCD(102)의 위치 및/또는 다른 특성에 기초를 둘 수 있다.

도 1의 환경에 있어서, WCD(102)는 블루투스와 같은 단거리용 무선 통신 표준에 따라 접근점(106)과 통신한다. 이

러한 통신은 블루투스 개인 영역 네트워크( Bluetooth Personal Area Network; Bluetooth PAN) 프로파일과 같은 

프로파일을 이 용할 수 있다.

각각의 접근점(106)은 미리 결정된 위치 및 서비스 지역(104)을 갖는다. 각각의 접근점(106)은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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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04)에 속해 있는 (WCD(102)와 같은)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104)은 형상 및 사이즈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거리용 통신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지역은 대체로 작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접근점에 대한 서비스 

지역은 반경 10 내지 30 미터의 범위에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도 1은 각각의 접근점(106)이 링크(108a-108e)에 의해 호스트 제어기(110)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링크는 무선 링크일 수도 있고 유선 링크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링크(108)는 단거리(예컨대, 블루투스) 링크일 수 

있다. 비록 도 1에는 별개의 실체로서 호스트 제어기(110)가 도시되어 있지만, 상기 호스트 제어기(110)가 변형적으

로는 접근점(106) 중 한 접근점 내에 배치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110)가 별개의 실체로서 구현될 경우, 상기 호스트 제어기( 110)는 다양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호스트 제어기(11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지역(104) 내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한 위치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단거리용 무선 링크를 통해 접근점(106)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110)는 WCD(102)에 의해 발신된 요구를 접근점(106)으로부터 수신한다. 그후, 호스트 제어기(110)

는 이러한 요구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110)는 이러한 요구를 게이트웨이(112)에 전송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 제어기(110)는 게이트웨이(112)에 접속되 어 있다. 게이트웨이(112)는 데이터 통신

망(114)에의 접속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웨이(110)는 프로토콜 변환 및 버퍼링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 통신망(114)은 내용 서버(116)와 같이, 정보 자원을 접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통신

망(114)는 인터넷과 같은 패킷 통신망이며, 이 경우에, 데이터 패킷이 TCP/IP, HTTP, 및 WAP과 같은 다양한 프로

토콜에 따라 교환된다.

도 1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근점(106)은 데이터 통신망(114)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

용하도록 유선 또는 무선 링크에 의해 게이트웨이(112)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근점(10

6)은 내용 서버(116)와 같이 정보 자원에 대한 훨씬 더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도록 데이터 통신망(114)에 직접 접속

될 수 있다. 그러한 통신은 호스트 제어기(110), 아마도 심지어는 게이트웨이(112)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내용이 WC

D(102)에 전달될 수 있게 한다.

WCD(102)는 휴대용 장치이다. 그러므로, 동작시, WCD(102)는 서비스 지역( 104) 사이를 이동하여 다른 접근점(10

6)과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항시, 특정한 WCD(102)의 위치는 상기 WCD(102)가 통신하고 있는 접근점(106)의 위

치로 표시된다. 이러한 위치 표시는 아주 정확한 데, 그 이유는 단거리용 무선 환경에서, 각각의 서비스 지역(104)이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치 표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WCD(102)의 수직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층 빌딩과 같

은 구조에서, 블루투스 접근점에 의해 전송되는 RF 신호는 콘크리트와 같은 바닥 재료를 관통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

하지 않은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므로, 블루투스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WCD(102)의 수직 위치는 대응하는 접근점(1

06)의 식별 정보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내용 서버(116)에 WCD(102)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호스트 제어기(110 )가 WCD(102)로부터 수신된 요구를

처리한다. 특히, 요구를 수신할 경우, 호스트 제어기(110)는 요구를 발신한 WCD(102)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후, 호

스트 제어기( 110)는 이러한 위치를 상기 요구에 추가하고, 그의 경로를 따라 상기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

다. 도 1의 환경에서, 이러한 경로를 따른 다음 수신지는 게이트웨이(112)이다.

내용 서버(116)는 상기 요구를 수신하고, 정확한 위치 표시자와 같은, 상기 요구에 추가된 정보로부터, 이전에는 이용

가능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특징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호스트 제어기(110)는 대응하는 접근점(106)의 위치로부터 WCD(102)의 위치를 결정한다. 호스트 제어기(110)가 W

CD(102)의 위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 2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용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호스트 제어기(110) 및 접근점(106a-106e) 내에 포함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접근점(106)은 접속 데이터베이스(202)를 포함한다. 접속 데이터베이스(202)는 각

각 대응하는 접근점(106)에 의해 지원되는 WCD(102)의 접속 목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도 2의 접속 데이터베이

스(202b)는 접근점(106b)이 WCD(102a,102c)와의 접속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접속 데이터베이스(202d)는 접

근점(106d)이 WCD(102b)와의 접속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접속 데이터베이스(202e)는 접근점(106e)이 WCD(

102d)와의 접속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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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호스트 제어기(110)가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를 포함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210)는 접근점 접속 부분(220), 접근점 위치 부분(222), 및 위치 관리자 부분(224)을 포함한다.

접근점 접속 부분(220)은 각각의 접근점(106)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접근점 접속 부분(220)은 접속 

데이터베이스(202) 중 각각의 접속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의 사본을 저장한다. 이러한 사본이 갱신되게 하기 위

해, 접근점(106)은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202)의 내용을 호스트 제어기(110)에 계속적으로나 또는 미리 결정

된 시간 간격으로 전송한다.

접근점 위치 부분(222)은 접근점(106) 중 각각의 접근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위치 정보(또한 '위치 

핸들(location handle)'로서 언급됨)는 좌표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좌표는 직각 좌표(즉, x, y, z)일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그러한 좌표는 위도, 경도, 및 고도일 수 있다. 다른 변형예에서는, 다른 적합한 좌표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

위치 관리자 부분(224)은 접근점(106)과 통신하는 WCD(102)에 대한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다. 따라서, 위치 관리자 

부분(224)은 BD_ADDR과 같은 WCD(102) 식별 자, 및 대응하는 위치 표시자를 각각 포함하는 레코드(record)를 포

함한다. 각각의 접근점(106)이 미리 결정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접속된 WCD(102)는 (예컨대, 블루투스

구현예에서 10 내지 30 미터 범위 내에서) 대략 동일한 위치를 갖는다. 접근점 위치 부분(222)에서 위치 핸들을 사용

할 경우, 접근점(106)과 통신하고 있는 각각의 WCD(102)에 대하여 위치 표시자가 할당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위치 관리자 부분(224)은 WCD(102a-102d) 중 각각의 WCD에 대한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다.

도 2의 데이터베이스 구현예는 호스트 제어기(110)에 내재하는 처리 요소들에 의해 이용된다. 도 3은 이러한 처리 요

소를 보여주는 호스트 제어기(110)의 구현예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 제

어기( 110)는 위치 부가 유닛(302),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닛(304), 및 통신 인터페이스( 305)를 포함한다. 도 3은 또

한,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 외에도, 호스트 제어기(110)는 영역 데이터베이스(306)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

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위치 부가 유닛(302)은 WCD 발신 요구에, 접근점(106)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 표시자를 부가한다. 특정의 요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가가 발신하는 WCD(102)의 식별, 및 위치 관리자 부분(224)으로부터 이러한 WCD(102)에 대응

하는 위치 표시자의 검색을 포함한다. 이러한 검색 이후에는, WCD(102)가 상기 요구에 위치 표시자를 부가하고, 상

기 요구를 게이트웨이(112)에 전송한다. 이러한 특징은 내용 서버(116)가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위치 부가 유닛(302)은 또한 다른 WCD(102) 및/또는 사용자 관련 정보를 수신된 요구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한 특

징은 사용자가 이같은 정보를 요구에 추가하라고 호스트 제어기(110)의 오퍼레이터에게 허가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

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위치 기반 서비스 외에도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서비스 창출 및/또는 장치 등급 기

반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닛(304)은 호스트 제어기(110)에 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기능을 수행한

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닛(304)은 접근점(106)으로부터 접속 데이터베이스(202) 레코드를 수신하고 이러한 

레코드를 수신함에 따라,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의 접근점 접속 부분(220)의 내용을 갱신한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유닛(304)은 위치 관리자 부분(224)을 유지한다. 이는 위치 관리자 부분(224)의 레코드의 확립 및 갱신

을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레코드는 각각 BD_ADDR과 같은 WCD(102) 식별자, 및 대응하는 위

치 표시자를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위치 부가 유닛(302)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닛(304)에 연결되어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호스트 제어기(110)의 외부에 있는 다른 실체와 정보를 교환시킨다. 예를 들면,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접근점(106)으로부터 접속 데이터베이스(202)에 저장된 정보 및 내용 요구를 수신한다. 그 외에

도,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이 경로를 따라 다음 수신지 (들)에 대한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다. 도 1의 환

경에서, 다음 수신지는 게이트웨이(112)이다.

그러한 통신은 다양한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접근점(106) 및/또는 게이트웨

이(112)와 통신하는 데 단거리용 무선(예컨대,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통신 인터페이

스(305)는 그러한 통신을 수행하는 데 유선 통신 기술 또는 유선 및 무선 기술의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또한 호스트 제어기(110)에 내재하는 요소와 정보를 교환시킨다. 예를 들면, 통신 인터페이

스(305)는 접근점(106)으로부터 WCD 발신 내용 요구를 수신하고 처리를 위해 이러한 요구를 위치 부가 유닛(302)

에 전송한다. 일단 처리된 경우, 통신 인터페이스(305)는 위치 부가 유닛(302)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수신하고, 그의

경로를 따라 이러한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다. 이러한 단계는 접근점(106)에 의해 수신된 통신 패킷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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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구를 전송 유닛으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및 전송을 위해 위치 부가 유닛(302)으로부터 수신된 요구를 다시 포

맷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110)는 요구에 위치 표시자를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 부가 유닛(302)은 단지 특정

의 요구에 대하여만 부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필터링(filtering)'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치 부가 유닛(302)은 내용 요구에, 요구하는 WCD(102)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위치 정보를 부가할 수 

있다. 그러한 위치 기반 필터링의 일례는 쇼핑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접근점(106)이 상기 쇼핑몰

의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된다. 호스트 제어기(110)가 이러한 접근점으로부터 쇼핑 관련 내 용과 관련이 있는 요구를 

수신할 경우, 위치 부가 유닛(302)은 상기 요구에 위치 정보를 부가한다. 그러나, 호스트 제어기(110)가 이러한 접근

점으로부터, 쇼핑 내용과 무관한 요구를 수신할 경우, 상기 위치 부가 유닛(302)은 상기 요구에 어떠한 위치 정보도 

부가하지 않는다.

위치 부가 유닛(302)은 영역 데이터베이스(306)에 포함된 자원 주소 정보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을 기초로 할 수 있다

. 따라서, 요구를 수신함에 따라, 위치 부가 유닛(302)은 상기 요구를 전송한 접근점(106)을 결정한다. 그후, 위치 부

가 유닛(302)은 영역 데이터베이스(306)에서 이러한 접근점에 대응하는 레코드를 접근한다. 이러한 레코드는 위치 

정보의 부가에 적합한 도메인 네임(domain name)과 같은 자원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영역 데이터베이스(306)의 이용은 위치 정보의 부가가 내용 제공자에 의해 지불되는 가입 비용 또는 서비스 비용일 

수 있게 하는 데 유리하다. 즉, 가입자( party) 제어용 호스트 제어기(110)는 위치 표시자와 같은 추가의 정보를 단지 

그러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가입 및/또는 비용 지불한 내용 서버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110)는 또한 요구하는 WCD(102)의 식별 정보를 기초로 하여 '필터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치 부가 유닛(302)은 특정의 WCD(102)에 의해 생성된 요구에만 위치 정보를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 이

러한 WCD(102)의 목록은 영역 데이터베이스(306)에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WCD(102 ) 사용자가 다른 서

비스 수준으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일부 WCD(102) 사용자가 프리미엄 위치 기반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다양한 스킴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그 중 한가지 스

킴에 있어서는, 요구의 빈도가 잦은 사용자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수신한다.

요구하는 WCD(102)의 식별 정보를 기초로 하는 필터링 동작은 단독으로나 또는 위에서 언급된 필터링 기법과 같은 

다른 필터링 동작과 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순서를 예시하는 플로 챠트이다. 이러한 순서는 도 1의 동작 환경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환경 및 망 접속 형태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플로 챠트에는 특정 순서로 수행되는

단계가 도시되어 있지만, 기타 순서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도 4a에 도시된 동작 순서는 단계(402)로부터 개시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호스트 제어기(110)가 WML 문서 또는 

HTML 문서와 같은 내용, 또는 기타 유형의 내용 제공 요구를 수신한다. 따라서, 수신된 요구는 URL(uniform resour

ce locator)과 같은 자원 식별자를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단계(404)에서, 호스트 제어기(110)가 수신된 요구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러한 특성의 예로는 요구하는 

WCD(102)의 식별 정보(즉, 장치 주소), 및 전송하는 접근점(106)의 식별 정보가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요구가 물리적으로 상기 요구하는 WCD( 102)를 식별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기 

요구는 단지 IP 주소와 같은 발신 주소만 을 포함할 수 있다. 매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rol; MAC) 주소와 같

은 물리 장치 주소는 대응하는 접근점(106)을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블루투스 구현예에 있어서, 그러한 주소는

블루투스 장치 주소(BD_ADDR)이다. 따라서, 단계(404)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프로토콜(dynamic host configur

ation protocol; DHCP) 서버와 같은 서버를 접속하여 요구하는 WCD(102)의 장치 주소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단계(404)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address resolut-ion protocol; ARP) 메시지와 같은 메시

지를 접근점(106) 및/또는 WCD(102)에 전송 (예컨대, 방송)하여 이러한 물리 주소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

다. 그러한 기법은 하기에 도 6을 참조하여 기재되어 있다.

일단 장치 주소가 결정된 경우, 호스트 제어기(110)는 대응하는 접근점(106)을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도 2를 참조

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대응하는 접근점( 106)은, 예를 들면,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단계(406)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상기 요구에 추가 정보를 추가하기에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상기 요구에 추가

정보를 추가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단계(408)가 수행된다. 상기 요구에 추가 정보를 추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동작이 단계(410)로 진행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406)는 전송하는 접근점(10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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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구에서 식별된 자원에 따라 영역 데이터베이스 (306)를 접근하여 상기 요구에 대한 정보의 추가가 적합한 지

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단계(406)는 영역 데이터베이스(306)를 접근하여 요구하는 WCD(102)로

부터의 요구에 대한 정보의 추가가 허용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단계(408)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상기 요구에 추가 정보를 추가한다. 이러한 단계는 위치 부가 유닛(302)이 상

기 요구에 위치 표시자를 부가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나 또는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호스트 제

어기(110) (예컨대, 위치 부가 유닛(302))가, 요구하는 WCD(102)의 특성을 전달하는 다른 정보를 상기 요구에 추가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 정보의 예로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요구하는 WCD(102)의 장치 등급(예

컨대, 무선 전화, PDA 등), 및 요구하는 WCD(102)의 물리 주소가 있다.

단계(410)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이 경로를 따라 상기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다. 도 1의 망 형태에 있

어서, 이러한 경로를 따른 다음 지점은 게이트웨이(112)이다.

다음으로, 단계(412)에서, 내용 서버(116)는 상기 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412) 이후에는, 단계(414)가 수행된다. 단

계(414)에서, 내용 서버(116)는 추가된 위치 표시자와 같이, 상기 요구에 포함된 어떤 추가 정보 및 상기 요구로부터 

표시된 자원을 추출한다.

단계(416)는 단계(414) 다음에 수행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내용 서버(116)는 상기 요구에 포함된 (위치 표시자와 같

은) 추가 정보 및 자원 식별 정보를 기초로 한 내용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단계(418)에서, 내용 서버(116)는 선택된 

내용을 요구하는 WCD(102)에 전송한다.

도 4b에 도시된 동작 순서는 도 4a에 도시된 순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 4a에 도시된 순서와는 달리, 호스트 제어기

(110)는, 내용 서버(116)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할 때까지 수신된 요구에 정보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순서는 단계(450)로부터 개시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WML 문서 또는 HTML 문서와 

같은 내용, 또는 다른 유형의 내용 제공 요구를 수신한다. 따라서, 수신된 요구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과 

같은 자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단계(454)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이 경로를 따라 상기 요구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다. 도 1의 망 형태에 있

어서, 이러한 경로를 따른 다음 지점은 게이트웨이(112)이다. 다음으로, 단계(456)에서, 내용 서버(116)는 상기 요구

를 수신한다.

단계(458)에서, 내용 서버(116)는 위치 표시자와 같은 추가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결정한다. 만약 추

가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동작은 단계(460)로 진행한다. 만약 추가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동작은 단계(468)로 진행한다.

단계(460)에서, 내용 서버(116)는, 게이트웨이(112)를 통해 호스트 제어기(110)에 도달할 수 있는 명령을 호스트 제

어기(110)에 전송한다. 이러한 명령은 상기 요구를 발신한 WCD(102)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호스트 제어

기(110)에 지시한다. 그러한 추가 정보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요구하는 WCD(102)의 장치 등급, 및/또는 요구하는

WCD(102)의 물리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요구하는 WCD(102)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

를 들면, IP 네트워킹 콘텍스트에서, 그러한 식별 정보는 요구하는 WCD(102)에 의해 사용되는 IP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462)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내용 서버(116)로부터 명령을 수신한다. 이러한 명령을 기초로 하여, 호스트 

제어기(110)는 상기 요구를 발신한 WCD (102)에 대응하는 정보를 접근한다. 예를 들면, 내용 서버(116)로부터의 명

령에 포함된 주소를 기초로 하여, 호스트 제어기(110)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로부터 위치 표시자를 획득

할 수 있다.

내용 서버(116)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응답하여, 단계(464)는 단계(462) 다음에 수행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단계(462)에서 접근된 추가 정보를 내용 서버(116)에 전송한다. 도 1의 환경에서, 이러한 추가 정보는

게이트웨이(112)와 데이터 통신망(114)을 통해 전달되어 내용 서버(116)에 도달될 수 있다. 내용 서버(116)는 단계(

466)에서 이러한 추가 정보를 수신한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468)는 단계(458) 또는 단계(466) 다음에 수행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내용 서버(11

6)는 내용(즉, 자원)을 선택한다. 단계 (468)가 단계(458) 다음에 수행될 경우, 이러한 선택은 WCD 발신 요구의 자원

식별 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단계(468)가 단계(466) 다음에 수행될 경우, 이러한 선택은 단계(464)에서 WCD 

발신 요구의 자원 식별자 및 호스트 제어기(110)에 의해 전송된 (위치 표시자와 같은) 추가 정보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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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470)는 단계(468) 다음에 수행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내용 서버(116)는 선택된 내용을 요구하는 WCD(102)에 

전송한다.

도 4a 및 도 4b에 있어서, 호스트 제어기(110)는 내용 서버(116)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도 4a에는 호스

트 제어기(110)가 WCD(102)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상기 호스트 제어기(110)가 요구에 추가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도 4b에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호스트 제어기(110)가 내용 서버(116)에 WC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다른 실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402-410,450,454,462,

464)는 게이트 웨이(112), 또는 도 5에 도시된 게이트웨이와 같은 게이트웨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5는 게이트웨이(112')가 요구에 정보를 추가하는 블루투스 환경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5의 환경은 도 1

의 환경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112')는 데이터 통신망(114)을 통해 접근가

능한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같은 서버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프로토

콜(DHCP) 서버(502), 및 접속 관리자 서버(504)를 포함한다.

도 5에서, 각각의 WCD(102)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PAN) 프로파일에 따라 접근점(106)과의 블루투스 접속을 확립

할 수 있다. 일단 접근점(106)과의 블루투스 접속을 확립한 경우, WCD(102)는 DHCP 서버(502)로부터 IP 주소를 획

득한다. DHCP 서버(502)는 접근점(106)과 통신하는 각각의 WCD(102)의 단거리 무선용 매체 접근 제어(MAC) 주소

를 저장한다. 블루투스 구현예에 있어서, 이러한 MAC 주소는 블루투스 장치 주소(BD_ADDR)의 형태를 이룬다. 이들

MAC 주소 각각에 대하여, DHCP 서버 (502)는 대응하는 IP 주소를 저장한다. 이러한 주소는 전용 파일(lease file)과

같은 파일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은 IP 주소 및 단거리 무선용 MAC 주소를 상호참조할 수 있게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5에 도시된 각각의 접근점(106)은 미리 결정된 위치를 지닌다. 몇몇 구현예에 있어서는,

각각의 접근점(106)이 그의 미리 결정된 위치를 '알고 있다'. 초기화 절차 동안, 각각의 접근점(106)은 이러한 위치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예컨대,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에 전송한다. 도 5의 환경에서, 위치 관리자 데이

터베이스(210)는 접속 관리자 서버(504)에 저장된다. 따라서, 접속 관리자 서버(504)는 또한 WCD(102) 및 그의 무

선 통신을 지원하는 접근점(106) 간의 대응을 저장한다. 접근점(106)은, 예를 들면, 미리 결정된 시간 간격으로나 또

는 이러한 대응이 변할 때마다 이러한 대응을 접속 관리자 서버(504)에 전송할 수 있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환경에 대한 동작 순서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단계(602)로부터 개시한다. 이러한 단

계에서, WCD(102)는 접근점(106)에 의해 전송되는 WAP 요구를 게이트웨이(112')에 전송한다.

단계(604)에서, 게이트웨이(112')는 장치 ID 및 위치 요구를 접속 관리자 서버(504)에 전송한다. 이러한 요구는 요구

하는 WCD(102)에 의해 사용되는 IP 주소를 포함한다.

접속 관리자 서버(504)는 이러한 요구를 수신하며, 단계(606)에서, DHCP 서버(502)로부터 WCD(102) 장치 ID(즉, 

그의 BD_ADDR)를 독출한다. 단계(606)는 요구 하는 WCD(102)에 의해 사용되는 IP 주소를 포함하는 요구를 DHCP

서버(502)에 전송하고, 그의 BD_ADDR을 포함하는 응답을 DHCP 서버(502)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단계(606)에서 수신된 장치 ID로부터, 접속 관리자 서버(504)는 요구하는 WCD(102)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

정은 요구를 게이트웨이(112')에 전송한 접근점(106)의 위치를 기초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접속 관리자 

서버 (504)는 WCD(102) 및 접근점(106) 사이의 대응을 저장한다.

다음으로, 단계(608)에서, 접속 관리자 서버(504)는 요구하는 WCD(102)의 위치를 게이트웨이(112')에 전송한다. 그

외에도, 접속 관리자 서버(504)는 또한 이러한 단계 동안 요구하는 WCD(102)의 장치 ID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게이트웨이(112')는 WAP 요구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게이트웨이(

112')는 도 4a의 단계(404-408)를 수행한다.

단계(610)에서, 게이트웨이(112')는 내용 서버(116)에 내용 요구를 전송한다 . 이러한 요구를 수신함에 따라, 내용 서

버(116)는 상기 요구에서 식별된 자원과 아울러, 상기 요구에 포함된 (위치 표시자와 같은) 어떤 추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단계(612)에서, 내용 서버(116)는 게이트웨이(112')를 통해 내용을 요구하는 WCD(

102)에 전달한다.

위에서 도 6를 참조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WCD(102)의 MAC 주소(즉, BD_ ADDR)는 DHCP 서버(502)로부터 획득

된다. 그러나, 이러한 MAC 주소가 변형적으로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ARP는 블루투스 주소와 같은 장치 주소로 IP 주소를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에 의하

면, 물리 주소는 IP 주소를 포함하는 ARP 요구를 네트워크 상에 방송함으로써 결정된다. 그후, 상기 IP 주소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는 그의 장치 주소로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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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도 6을 참조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WCD(102) 위치는 접속 관리자 서버(504)로부터 획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에 대한 변형예로서, 일단 게이트웨이(112)가 요구하는 WCD(102)의 MAC 주소를 수신한 경우, 상기 게

이트웨이 (112)는 접근점(106)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MAC 주소를 통해 요구하는 WCD(102)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

다.

본 발명은 요구에 대한 정보의 추가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를 추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 정보는 HTML 확장 헤더로서 HTTP 및 WAP 요구에 추가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WCD(102)와 같은 무선 장치의 사용자는 내용 서버(116)와 같은 내용 제공자에 의

해 제공되는 내용 제공 요구를 발신 및 전송할 수 있다. 도 1, 도 5, 도 9, 및 도 12에 도시된 것과 같은 단거리용 통신 

환경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중간점을 통과한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그러한 요구는 내용 제공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접근점(106), 호스트 제어기(110), 및 게이트웨이( 112)를 통과할 수 있다. 도 2에 있어서는, 내용 제공자에게 도달되

기 전에 요구가 접근점(106) 및 게이트웨이(112')를 통과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러한 중간점은 요구에, WCD 위치 표시자 및/또는 다른 정보와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확

장 헤더의 이용은 그러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한가지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HTTP 및 WAP와 같은 다양한 프로

토콜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상, HTTP 콘텍스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헤더 라인은 GET 요구와 같은 HTTP 전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헤더는 HTTP 메시지의 발신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TTP 버젼 1.0 및 1.1은 요구 발신자의 전자 우편 주소를 지정하는 'From' 헤더

를 정의한다.

HTTP 확장은 헤더의 형태를 이루는 매개변수가 HTTP 프로토콜 계층에서 수령자(예컨대, 내용 서버(116))에 의해 

가시될 수 있는 GET 요구에 추가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HTTP 확장 헤더는 다수의 HTTP 메시지내로의 신규 부호

화들의 도입 및 단일 HTTP 메시지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확장을 제공한다.

확장 헤더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2000년에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에 의해 출판된 RFC 2774에 기재

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은  ftp://ftp.isi.edu/ innotes/rfc2774.txt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상기 문헌 그대로 본

원 명세서에 참고가 된다. RFC 2774의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가입자는 확장을 지정하여 상기 확장에 전체적으로 유

일한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를 배당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본원 명세서에서는 에이전트로서 언급됨)는, 상기 확장을 이용할 경우, HTTP 메시지의 확장 

선언에서 확장의 URI를 참조함으로써 그의 사용을 선언한다. HTTP 메시지의 확장 선언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의 

수령자는 상기 확장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추론한다.

따라서, WCD 발신 요구를 수신함에 따라, 요구에 정보(예컨대,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는 실체는 상기 요구가 추가 정

보를 포함하도록 상기 요구를 재생 또는 다시 포맷하기 위한 확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확장의 예로는 위치 코드

를 포함하는 헤더가 있다. 이러한 위치 코드는 요구하는 WCD의 위치를 표시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위치 표시기는 요구하는 WCD와 통신하는 접근점의 좌표를 기초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위치 코드는 접근점(106

) 좌표를 포함할 수 있다.

비록 확장 헤더가 요구에 정보를 추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위치 표시자와 같은 정

보는 상기 요구에 포함된 자원 표시자(예컨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추가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예에서는, 호스트 제어기(110) 및 게이트웨이(112')가 요구에 정보를 추가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부

가 실시예에 있어서는, 접근점(106)과 같은 접근점이 대신하여 요구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도 7은 WCD(102)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추가하는 접근점 구현예를 예시하는 블럭 다이어그램

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구현예는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 접근점 호스트(704), 메모리(706), 통신

망 인터페이스(708), 및 프로세서(710)를 포함한다.

접근점 호스트(704)는 상위 프로토콜 계층(예컨대, 응용 계층) 동작을 수행 해야 하는 의무 이행 능력을 갖지만, 단거

리용 무선 모듈(702)은 하위 계층 프로토콜 동작을 수행해야 할 의무 이행 능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구현

예에 있어서,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도시되지 않음)를 통한 RF 신호의 전송 및 수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링크 관리자 계층 및 블루투스 링크 제어기 계층의 기능을 수행하는 블루투스 모듈이다.

접근점 호스트(704) 및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은 호스트 제어기 인터페이스(host controller interface; HCI;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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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통신한다. 블루투스는 HCI (712)를 통한 패킷 및/또는 메시지에 대한 포맷을 지정한다. 그러한 표준 메

시지의 예에는 단말 호스트(704)로부터 링크 키를 요구하는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 및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에

링크 키를 제공하는 접근점 호스트(704)가 있다.

통신망 인터페이스(708)는 적어도 하나의 내용 서버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데이터 통신망 기반 구조에 접속된

다. 예를 들면, 도 1 및 도 5의 문맥에서, 통신망 인터페이스(708)는 각각 게이트웨이(112,112')에 접속된다. 변형적

으로는, 통신망 인터페이스(708)가 데이터 통신망(114)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710)는 단거리용 통신 모듈(702), 접근점 호스트(704), 및 통신망 인터페이스(70

8)와 오버랩핑(overlapping)되어 있다. 이러한 오버랩핑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이 프로세서(710)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세서(710) 및 메모리(706)는 하기에 도 15를 참조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와 같이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710)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

메모리(706)는 프로세서(710)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성분(예컨대, 명령어)을 저장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706)는 접근점이 WAP 및 HTTP와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내용 서버(116)와의 통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성분을 저장한다.

그 외에도, 메모리(706)는 접근점 호스트(704)가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저장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명령어는 호스트(704)가 단거리용 무선 모듈(702)을 통해 WCD 발신 자원 요구를 수신

하도록 제공한다. 일단 그러한 요구가 수신된 경우, 이러한 명령어는 호스트(704)가 상기 자원 요구에 위치 표시자와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그후, 상기 명령어는 호스트(704)가 내용 서버(116)와 같은 내용 서버에 추가된 위

치 정보를 포함하는 자원 요구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요구는 통신망 인터페이스(708)를 통해 전송된다.

이러한 위치 표시자는 접근점의 위치를 기초로 한다. 접근점은 초기화 과정 동안이나 자동적으로 수신하는 정보를 통

해 위치 표시자로 배당된다. 변형적으로는, 접근점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과 같

은 서비스를 통해 그의 위치 표시자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 7의 접근점 구현예는 본 발명의 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구현예는 위에서 도 4a 및 도 4

b를 참조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앞서 언급된 호스트 제어기(110)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8은 2개의 접근점이 쇼핑몰의 서로 다른 레벨에 위치되어 있는 시나리오 의 정면도이다. 특히, 도 8은 바닥(801b)

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레벨 및 제2 레벨을 보여준다. 서비스 지역(104f)을 갖는 접근점(106f)은 제1 레벨에 배치

되어 있다. 서비스 지역(104f)은 신발 가게(802) 및 레스토랑(804)을 포함한다. 제2 레벨에는 서비스 지역(104g)을 

갖는 접근점(106g)이 배치되어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역(104g)은 서점(806) 및 극장(808)을 포함

한다.

바닥(801b)은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서비스 지역 (104f,104g)이 오버랩핑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비록 이러한 서비스 지역들이 측면으로 오버랩핑된다 하더라도, 이들 각각은 수직적으로 별개인 위치에 대응한

다.

도 8의 시나리오는 각각의 사용자가 WCD를 동작하고 있는 2인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제

1 레벨에 있는 사용자는 WCD(102e)를 동작하고 있지만, 제2 레벨에 있는 사용자는 WCD(102f)를 동작하고 있다. 이

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들 사용자 각각은 동일한 요구를 전송한다. 그러나, 이들의 서로 다른 위치 때문에, 이들 사용자

각각은 서로 다른 응답을 수신한다. 이러한 위치 기반 내용 특징은 위에서 언급된 기법을 통해 제공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사용자는 'shoppingmall.com'에 대한 요구를 전송한다. 제1 레벨에 있는 사용자는 '

신발 가게-레스토랑' 자원을 포함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이는 신발 가게(802) 및 레스토랑(804)

이 서비스 지역(104f)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 레벨에 있는 사용자는 '서점-극장' 자원을 포함하는 

응답을 수신한다. 이들 자원은 각각 WML 또는 HTML 문서와 같은 하이퍼 텍스트 문서일 수 있다.

접근점은 다수의 서비스 지역을 지닐 수 있다. 이들 서비스 지역은 별개일 수도 있고 오버래핑될 수도 있다. 다수의 

서비스 지역 환경에서 WCD 관련 정보를 내용 제공자 및 서버에게 제공하는 기법은 도 9 내지 도 14b를 참조하여 기

재되어 있다.

도 9는 도 1의 환경과 유사한 전형적인 동작 환경의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나, 도 9의 환경은 각각이 다수의 서비스 지

역(904)을 갖는 접근점(906)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접근점(906a)은 서비스 지역(904a,904b)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 접근점 (906b)은 서비스 지역(904c,904d,904e)을 지닌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WCD (102g-102j)는 이들 서

비스 지역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WCD(102g)는 서비스 지역(904a)에 있으며, WCD(102h)는 서비스 지역(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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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있고, WCD(102i,102j)는 서비스 지역(904d)에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접근점(906)은 링크(908)에 의해 호스트 제어기(910)에 연결되어 있다. 링크(908)

는 유선 링크일 수도 있고 무선 링크일 수도 있다. 호스트 제어기(910)는 게이트웨이(112)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웨이(112)는 데이터 통신망(114)에 접근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데이터 통신망(114)은 내용 서

버(116)에 접근될 수 있다.

호스트 제어기(910)가 WCD(102) 위치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 10에 도시된 데이터베이

스 구조를 이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호스트 제어기(910) 및 접근점(906a-906e)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 2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 2의 구조와는 달리, 도 10의 구조는 다수의 서비 스 지역 접근점을 제공

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접근점(906)은 접속 데이터베이스(1002)를 포함한다. 각각의 접속 데이터베이스(

1002)는 그의 접근점의 서비스 지역에 의해 지원되는 WCD(102) 접속의 목록을 제공한다. 예컨대, 접속 데이터베이

스(1002a)는 접근점(906a)이 2개의 서비스 지역(904a,904b)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1002a)는 부

가적으로, 접근점(906a)이 서비스 지역(904a)을 통해 WCD(102 g)와의 접속을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접속 데

이터베이스(1002b)는 접근점 (906b)이 3개의 서비스 지역(904c,904d,904e)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1002b)는 접근점(906b)이 서비스 지역(904c)을 통해 WCD(102h)와의 접속을 지원하며, 서비스 지역(

904d)을 통해 WCD(102i,102j)와의 접속을 지원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 제어기(910)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1010)를 포함한다. 위치 관리자 데이터

베이스(1010)는 접근점 접속 부분(1020), 접근점 위치 부분(1022), 및 위치 관리자 부분(1024)를 포함한다. 접근점 

접속 부분(1020)은 각각의 접근점(906)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접근점 접속 부분(1020)은 접속 데이

터베이스(1002) 각각에 포함된 정보의 사본을 저장한다. 이들 사본이 갱신되게 하기 위하여, 접근점(906)은 이에 대

응하는 데이터베이스 (1002)의 내용를 연속적으로나 또는 미리 결정된 시간 간격으로 호스트 제어기(910)에 전송한

다.

접근점 위치 부분(1022)은 접근점(906)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지역 각각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위치 

정보(또한 '위치 핸들(location handle)'로서 언급됨)는 좌표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좌표는 직각 좌표(즉, x, 

y,z)일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그러한 좌표는 위도, 경도, 및 고도일 수 있다. 다른 변형예에서는, 다른 적합한 좌표 시

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위치 핸들은 대응하는 서비스 지역(904)의 대표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표적

인 위치는 상기 대응하는 서비스 지역(904) 내의 중앙 위치일 수 있다.

위치 관리자 부분(1024)은 접근점(906)과 통신하고 있는 WCD(102)에 대한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다. 따라서, 위치 

관리자 부분(1024)은 각각이 BD_ADDR과 같은 WCD(102) 식별자, 및 대응하는 위치 표시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포함한다. 각각의 서비스 지역에 대하여, 접속된 WCD(102)는 (예컨대, 블루투스 구현예에서 10 내지 30 미터 범위 

내에서) 대략 동일한 위치를 갖는다. 접근점 위치 부분(1022)에서 위치 핸들을 사용할 경우, 접근점(906)과 통신하고

있는 각각의 WCD(102)에 대하여 위치 표시자가 배당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관리자 부분(1024)은 W

CD(102) 각각에 대한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다.

호스트 제어기(910)는 도 3의 구현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210) 대신에, 그러한

구현예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1010)를 포함한다. 그러한 구현예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호스트 제어기(910)는 위치 부가 유닛(302),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닛(304), 통신 인터페이스(305), 및 영역 

데이터베이스(306)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구현예에 있어서, 위치 부가 유닛(302)은 실제 접근점 위치 대신에 서비스

지역 위치를 기초로 한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1010)로부터 표시자를 수신한다.

위에서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언급된 동작 순서는 도 9의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호스트 제어기(910)

는 단계(402-410,450,454,462,464)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이들 단계는 서비스 지역 위치를 

기초로 한 위치 표시자를 내용 서버(116)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변형적으로, 그러한 동작은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른 실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도 12는 게이트웨이가 내용

서버(116)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 환경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다. 도 12의 환경은 도 9에 도시된 환경과 유사한

다. 그러나, 도 12에서는, 각각의 접근점(906)이 WCD 관련 정보를 내용 서버(116)에 제공하는 게이트웨이(1212)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1212)는 DHCP 서버(1202), 및 접속 관리자 서버(1204)

와 같은 서버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의존한다.

도 12의 요소들은 도 5의 요소들에 따라 동작한다. 그러나,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210)를 포함하는 접속 관리자 

서버(504)와는 달리, 접속 관리자 서버( 1204)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1010)를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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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위치 관리자 데이터베이스(1010)는 WCD 및 서비스 지역 위치 간의 대응을 유지한다. 각각의 접근점(906)은 

이들 정보를 서버(1204)에 제공한다. 따라서, 도 12의 환경에서, 게이트웨이(1212)는 서비스 지역(904)의 위치를 기

초로 하는 위치 표시자를 내용 서버(116)에 제공할 수 있다.

도 9 및 도 12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 지역은 동적일 수 있 다. 즉, 서비스 지역의 물리적 특성(예컨대, 

형상, 사이즈, 위치, 및 배향)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현실 세

계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서비스 지역의 위치는 상점의 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 변할 수 있

다. 그러한 변화는 서비스 지역이 WCD를 휴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위치에 유리하게 놓여질 수 있게 한다.

도 13은 다수의 서비스 지역을 제공하는 접근점 구현예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이러한 구현예는, 각각이 대응

하는 서비스 지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을 포함한다. 특히,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1

302a)은 서비스 지역(904f)에 대응하고, 모듈(1302b)은 서비스 지역(904g)에 대응한다. 도 13의 접근점 구현예는 접

근점 호스트(1304), 메모리(1306), 통신망 인터페이스 (1308), 및 프로세서(1310)를 더 포함한다.

접근점 호스트(1304)는 모듈(1302a,1302b)과의 상위 프로토콜 계층(예컨대, 응용 계층) 통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이행 능력을 갖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은 각각 그의 대응하는 서비스 지역을 통해 WCD

와 통신함에 있어서 하위 계층 프로토콜 동작을 수행해야 할 의무 이행 능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구현예에

있어서, 각각의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도시되지 않음)를 통한 RF 신호의 전송 및 

수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링크 관리자 계층 및 블루투스 링크 제어기 계층의 기능을 수행하는 블루투스 모듈이다.

접근점 호스트(1304)는 호스트 제어기 인터페이스(HCI; 1312)에 따라 각각의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과 통신한

다. 블루투스는 HCI(1312a,1312b)를 통한 패킷 및/또는 메시지에 대한 포맷을 지정한다. 그러한 표준 메시지의 예로

는 단말 호스트(1304)로부터 링크 키를 요구하는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 및 요구하는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

에 링크 키를 제공하는 접근점 호스트(1304)가 있다.

서비스 지역 특성은 모듈(1302)이 RF 신호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전송 전력 및 안테나 배향

과 같은 동작 매개변수는 서비스 지역의 형상, 사이즈, 위치, 및 배향을 결정한다. 동적 서비스 지역을 제공하기 위하

여, 접근점(1304)은 메모리(136)에 여러 집합의 그러한 동작 매개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 이들 매개변수 집합 각각은

미리 결정된 서비스 지역 구성에 대응한다. 이들 매개변수 집합 각각에 대하여, 접근점 호스트(1304)는 또한 대응하

는 위치 표시자를 저장한다.

서비스 지역의 특성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접근점 호스트(1304)는 대응하는 HCI(1312)를 통해 모듈(1302)에 커맨드

(command)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커맨드는 전송 전력 조정 및 안테나 배향과 같은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다. 모

듈(1302)이 그러한 커맨드를 수신할 경우, 이는 적합한 전송 조정을 이행하고, 접근점 호스트 (1304)에 확인 메시지

를 전송한다.

통신망 인터페이스(1308)는 적어도 하나의 내용 서버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데이터 통신망 기반 구조에 접속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9 및 도 12의 문맥에서, 통신망 인터페이스(1308)는 게이트웨이(112,1212)에 각각 접속되

어 있다. 변형적으로는, 통신망 인터페이스(1308)는 데이터 통신망(114)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1310)는 단거리용 통신 모듈(1302a, 1302b), 접근점(1304), 및 통신망 인터페

이스(1308)와 오버랩핑되어 있다. 이러한 오버랩핑은 이들 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이 프로세서(1310)에 의해 조

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세서(1310) 및 메모리(1306)는 하기에 도 15를 참조하여 언급되는 바와 같이 구

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1310)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

메모리(1306)는 프로세서(1310)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성분(예컨대, 명령어)을 저장한

다. 예를 들면, 메모리(1306)는 접근점이 WAP 및 HTTP와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내용 서버(116)와의 통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성분을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메모리(1306)는 접근점 호스트(1304)가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명령

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명령어는 접근점 호스트(1304)가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a,1302b)을 통해 WCD

발신 자원 요구를 수신하도록 제공한다. 일단 그러한 요구가 수신된 경우, 상기 명령어는 접근점 호스트(1304)가 상

기 자원 요구에 위치 표시자와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 그후, 상기 명령어는 호스트(1304)가 추가된 정보

를 포함하여 상기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116)와 같은 내용 서버에 전송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요구는 통신망 인터

페이스(1308)를 통해 전송된다.

이러한 위치 표시자는 상기 요구를 수신한 단거리용 무선 모듈(1302)에 대응 하는 서비스 지역(904)의 위치를 기초

로 한다. 따라서, 각각의 단거리용 무선 모듈 (1302)은 위치 표시자로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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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a 및 도 14b는 다수의 서비스 지역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정면도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2개의 접근점은 쇼

핑몰의 서로 다른 레벨에 위치되어 있다. 특히, 도 14a 및 도 14b는 바닥(1401b)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레벨 및 

제2 레벨을 보여준다. 서비스 지역(904f)을 갖는 접근점(906c)은 상기 제1 레벨에 배치되어 있다. 서비스 지역(904f)

은 신발 가게(1402) 및 레스토랑(1404)을 포함한다. 상기 제2 레벨에는 서비스 지역(904g,904h,904i)을 갖는 접근

점(906d)이 배치되어 있다. 바닥(1401b)은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지역 (904g-90

4i)이 서비스 지역(904f)과 오버랩핑되지 않는다.

도 14a에서, 서비스 지역(904g-904i)은 서점(1406), 정보 안내소(1410), 극장(1408)을 각각 포함한다. WCD(1021)

를 동작하는 사용자는 서비스 지역(904g)에 있지만, WCD(102m)를 동작하는 사용자는 서비스 지역(904i)에 있다. 

이들 사용자 각각은 동일한 자원 제공 요구를 전송한다. 이들 요구는 접근점(906d)에 의해 수신된다. 그러나, 이들의 

서로 다른 위치 때문에, 이들 사용자 각각은 서로 다른 응답을 수신한다. 도 8의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이들 자원은 각

각 WML 또는 HTML 문서와 같은 하이퍼 텍스트 문서일 수 있다.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WCD(1021)의 사용자는 '서점' 자원을 수신하지만, WCD(102m)의 사용자는 '극장' 자원

을 수신한다. 이러한 위치 기반 내용 특징은 위에서 언급된 다수의 서비스 지역 기법을 통해 제공된다.

도 14b는 본 발명의 동적 서비스 지역 특징을 예시한 것이다. 도 14b는 서점 (1406)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를 보여준

다. 서점의 문이 더 이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점(906d)은 고객을 극장(1408) 부근으로 인도하도록 서비스 지

역(904h)의 특성을 바꾼다. 도 1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역(904g)은 그의 사이즈 및 배향을 바꿨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은 전송 전력 레벨 및 지향성 안테나 배향을 바꾸는 접근점(906d)을 통해 수행될 수 있

다. 그 외에도, 접근점(906d)이 서비스 지역과 관련된 위치 표시자를 바꾼다. 이러한 위치 표시자 변경은 데이터베이

스(1002,1010)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들 변경의 결과로, 내용 서버가 서비스 지역(904g) 내에서 발신하는 요구를 수신할 때, 이는 도 14a에서 복구된 자

원과는 다른 자원을 복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4b는 'shoppingmall.com'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극장' 자원을 

수신하는 WCD(102n)의 사용자를 보여준다. 이러한 자원은, 이러한 자원을 전달한 내용 서버가 대응하는 위치 표시

자를 서점(1406)보다는 오히려 극장(1408)으로 식별했기 때문에 복구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같은 요소는 접

근점(106,906), 호스트 제어기(110,910), 게이트웨이(112,112',1212), 내용 서버(116), DHCP 서버(502,1202), 및 

접속 관리자 서버(504,1204)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1501)의 일례는 도 15에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501)은 어떤 단일 프로세서 컴퓨터 또는 다중 프로세서 컴퓨 터를 나타낸다. 단일 스레드(single-thr

ead) 및 다중 스레드(multi-thread)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다. 통합 메모리 시스템 또는 분포 메모리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501)은 프로세서(1504)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프로세서(1504)는 위에서 언급된 과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세서(1504)는 통

신 기반 구조(1502; 예를 들면, 통신 버스, 크로스바(cross-bar),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실

시예는 이러한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을 정독한 이후에, 당업자에게는 다른 컴퓨

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구조를 사용하여 본 발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 지가 자명해질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1501)는 또한 주 메모리(1507)를 포함하며, 이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

M)인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시스템(1501)은 또한 보조 메모리(1508)를 포함할 수 있다. 보조 메모리(1508)는, 예

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10) 및/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표하는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1512),

자기 테이프 드라이브, 및 광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1512)는 공지된 방식

으로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 1514)에 기록할 수도 있고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14)으로부터 독출할 수도 있으며 제

거가능한 저장 유닛(1514)에 기록하여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14)으로부터 독출할 수도 있다. 제거가능한 저장 유

닛(1514)은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광디스크 등을 대표하는 데, 이는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1512)에 의해 

기록 및 독출된다. 알다시피, 상기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14)는 내부에 컴퓨터 소프트웨 어 및/또는 데이터가 저장

된 컴퓨터에 사용가능한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변형 실시예에 있어서, 보조 메모리(1508)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1501) 내로 로드될

수 있게 하는 다른 유사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수단은, 예를 들면,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22) 및 인터페

이스( 1520)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는 (비디오 게임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 카트리지 및 카트리

지 인터페이스, (EPROM, 또는 PROM과 같은) 제거가능한 메모리 칩 및 관련 소켓, 및 기타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

22) 및 상기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522)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1501)으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1520)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501)는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1524)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1524)는 소프트웨어 및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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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통신 경로(1527)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1501) 및 외부 장치 사이에 전달될 수 있게 한다. 통신 인터페이스(15

27)의 예로는 모뎀, (이더넷 카드와 같은) 통신망 인터페이스, 통신 포트 등이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1527)를 통해 

전달되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전자, 전자파, 광학 또는 통신 경로(1527)를 통해 통신 인터페이스(1524)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기타 신호일 수 있는 신호의 형태를 이룬다. 통신 인터페이스(1524)는 컴퓨터 시스템 (1501)이 인터

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본 발명은, 위에서 도 15와 관련하여 기재된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즉,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된 '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제거가능한 저장 유닛(1

514,1522),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10)에 설치된 하드 디스크, 또는 통신 경로(1527)(무선 링크 또는 케이블)를 통

해 통신 인터페이스(1524)로의 신호 전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컴퓨터에 사용가능한 매체는 자기 매체, 광학 매체, 

또는 다른 기록가능한 매체, 또는 반송파 또는 다른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터 시스템(1501)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컴퓨터 제어 논리로 언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 메모리(1507) 및 /또는 보조 메모리(1508)에 저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 (1524)를 거쳐 수신될 수 있다.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행될 경우, 컴

퓨터 시스템(1501)이 본원 명세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특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은, 실행될 경우, 프로세서(1504)가 본 발명의 특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1501)의 제어기를 대표한다.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 조합을 이루는 제어 논리로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저장될 수 있으며 

또한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1512), 하드 드라이브(1510), 또는 인터페이스(1520)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15

01) 내로 로드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통신 경로(1527)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1501)에 다

운로드될 수 있다. 제 어 논리(소프트웨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1504)에 의해 실행될 경우, 프로세서(들)

(1504)가 본원 명세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이 주로, 예를 들면, 주문형 집적 회로(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펌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본원 명세서에서 언급된 기능들을 수행

하기 위한 하드웨어 상태 기계의 구현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그러한 실시예는 국한하려고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로서만 제공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겠지만, 상기 실시예를 통해 여러 형태 및 세부 변경이 본 발

명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 및 폭은 앞서 언급된 전형적인 실

시예에 의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한 청구범위 및 그의 등가 범위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CD)에 의해 발신되는 자원 요구에, 이러한 자원 요구를 전송한 접근점 내의 서

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고 이러한 위치 표시자를 추가한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를 획득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서비스 지역을 갖는 접근점으로부터 자원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자원 요구는 상기 다수의 서비

스 지역 중 하나의 서비스 지역내에서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 WCD)에 의해 발

신되는 자원 요구의 수신 단계;

(b) 상기 자원 요구에,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상기 하

나의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위치 표시자의 추가 단계; 및

(c) 상기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획득 방법.

청구항 2.



공개특허 10-2004-0044108

- 16 -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에 있어서,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 WCD)의 위치 표시자를 저장하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

베이스로서, 각각의 WCD의 위치 표시자가 접근점과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지역 중 하나의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

고 있으며, 상기 접근점이 상기 하나의 서비스 지역을 통해 상기 WCD와의 무선 접속을 지원하는 위치 관리자 데이터

베이스; 및

상기 WCD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수신하며, 각각의 요구에 대하여, 요구 하는 WCD에 대응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위치 부가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또한 상기 위치 표시자를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삽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또한 상기 위치 표시자를 상기 요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헤더로서 상기 자

원 요구에 삽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또한 상기 위치 표시자를 상기 요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장 헤더로서 U

RL에 삽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또한 상기 WCD의 수직 방향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

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상기 자원 요구에, 적합한 수신지 영역을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상기 자원 요구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리 결정된 WCD에 의해 발신되는 

위치 식별자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또한 상기 자원 요구에 프로파일 정보를 추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부가 유닛은 또한 상기 자원 요구에 WCD 장치 등급을 추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 표시자가 사전 정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

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 표시자는 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3.
컴퓨터 시스템내의 프로세서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게 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논리가 기록된 컴퓨터에 

사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 생성물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논리는,

상기 프로세서가 다수의 서비스 지역을 갖는 접근점으로부터 자원 요구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코드로서, 

상기 자원 요구가 상기 다수의 서비스 지역 중 하나의 서비스 지역내에서 단거리용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

nications device; WCD)에 의해 발신되는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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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자원 요구에,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코

드로서, 상기 위치 표시자가 상기 하나의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 및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청구항 14.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에 있어서,

각각이 대응하는 서비스 지역을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 통신 장치 (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 WCD)

와 통신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

적어도 하나의 내용 서버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데이터 통신망 기반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 인터페이스;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실행하여,

상기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 중 하나의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을 통해 무선 통신 장치(WCD)에 의해 발신된 자원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자원 요구에, 상기 WCD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를 추가하며, 상기 위치 표시자가 상기 하나의 단거리용

무선 통신 모듈에 대응하는 서비스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상기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추가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자원 요구를 내용 서버에 전송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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