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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지오펜스 이탈 모니터링

(57) 요 약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 이탈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들, 프로그램 제품들 및 시스템들이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일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
인트들인 하나 이상의 진입 게이트웨이를 검출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검출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가 지오펜스 내에 위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내에 있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이탈 게이트웨이 및 진입 게
이트웨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한 다수의 스캔들 이후, 진입 게이트
웨이들 및 이탈 게이트웨이들이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로부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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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복수의 제1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1 지오펜스(geofence) 및 복수의 제
2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단계 -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 및 상기 제2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신호를 검출했
다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 -;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의 펜스 위치로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와 교차함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통 게이트웨이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공통 게이트
웨이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함 -;
상기 식별된 공통 게이트웨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exit)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탈 게이트웨이로서 지정하는 단계;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탈을 검출하는 단계 -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적어도 임계 개수의 스캔에 대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 -; 및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면,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에 의하여 상기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단계; 및 그 후에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사전 지정된 반경을 가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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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스와 교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는, 이전에 지오펜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았지만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
기 임시 지오펜스의 상기 펜스 위치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
인트인,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새로운 위치와 상기 제1 지오펜스의 위치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의 위치 간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여전히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쪽 모두 내
에 위치한다고 결정하는 단계;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이탈한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
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모바일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복수의 제1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1 지오펜스 및 복수의 제2 무선 액
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 -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무선 액세
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 및 상기 제2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신호를 검출했다고 결정
하는 동작을 포함함 -;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의 펜스 위치로서 지정하는 동작을 포함하고,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와 교차함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통 게이트웨이를 식별하는 동작 - 상기 공통 게이트
웨이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함 -;
상기 식별된 공통 게이트웨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탈
게이트웨이로서 지정하는 동작;

-4-

등록특허 10-1609256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 -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은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적어도 임계 개수의 스캔에 대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함 -; 및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면,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저장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nontransitory storage device).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에 의하여 상기 신호를 검출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은,
상기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동작; 및 그 후에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사전 지정된 반경을 가지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스와 교차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는, 이전에 지오펜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았지만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
기 임시 지오펜스의 상기 펜스 위치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
인트인,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는 동작; 및
상기 새로운 위치와 상기 제1 지오펜스의 위치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의 위치 간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 내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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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여전히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쪽 모두 내
에 위치한다고 결정하는 동작;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이탈한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
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비일시적 저장 장치.
청구항 17
모바일 디바이스; 및
비일시적 저장 장치
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비일시적 저장 장치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복수의 제1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1 지오펜스 및 복수의 제2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정의되는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 -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 및 상기 제2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신호를 검출했
다고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함 -;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의 펜스 위치로서 지정하는 동작을 포함하고,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
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와 교차함 -;
상기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통 게이트웨이를 식별하는 동작 - 상기 공통
게이트웨이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측 모두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함 -;
상기 식별된 공통 게이트웨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이탈 게이트웨이로서 지정하는 동작; 및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 -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
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은,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적어도 임계 개수의 스캔에 대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
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동작; 및
상기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면,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
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함 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저장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에 의하여 상기 신호를 검출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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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로부터의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기 이탈을 검출하는 동작은,
상기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가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동작; 및 그 후에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지오펜스는 사전 지정된 반경을 가지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지오펜스는 상기 제1 지오펜스와 교차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이탈 게이트웨이는, 이전에 지오펜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았지만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
기 임시 지오펜스의 상기 펜스 위치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
인트인,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는 동작; 및
상기 새로운 위치와 상기 제1 지오펜스의 위치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의 위치 간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여전히 상기 제1 지오펜스 및 상기 제2 지오펜스 양쪽 모두 내
에 위치한다고 결정하는 동작;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동작;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2 임시 지오펜스를 이탈한 경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제1 지오펜스 또
는 상기 제2 지오펜스를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이 개시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상의 위치-기반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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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현대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컴퓨터, 셀룰러 트랜시버 및 무선(예를 들어, WiFi™) 트랜시버의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는 전통적인 컴퓨터 기능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실행

하는 것,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및 디지털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
능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션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 운영 체제, 및 다양한 입력/출력 디바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는 셀룰러 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들 기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은 애플리케
셀룰러 트랜시버

무선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

스는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WAP)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다.
[0003]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 중 일부는 지오펜스(geofence)에 기초한 기능들일 수 있다.
는 실제 지리적 영역의 가상 경계를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내에 위

치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치를 지리적

영역의 좌표들과 비교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의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래

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셀 타워 삼각측량법 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기능들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삼각측량법 또는 GPS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0004]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들, 프로그램 제품들 및 시스템들이 개시
된다.

일반적으로, 일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수신한다.

모바일 디바이

스는,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있다.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무선 프로세서는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중 적어도 하나가 검출되는 경우 지오펜스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할 수 있다.

무선 프로세서에 의한 지오펜스의 잠재적 진입의 검출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

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의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
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0005]

또 다른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인 하나 이상
의 진입 게이트웨이를 검출할 수 있다.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검출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내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내에 있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

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이탈 게이트웨이 및 진입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한 다수의 스캔 이후에, 진입 게이트웨이들 및 이탈 게

이트웨이들이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로부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0006]

또 다른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동시에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바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에 기초하여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

모바일 디바이스는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통 게이트웨이들로서 다수의 지오펜스들 각각으로부터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
스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무선 프로세스를 사용한 다수의 스캔 이후에, 공통 게이트웨

이들이 관측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다수의 지오펜스들 각각으로부
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0007]

또 다른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

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다.

무선

프로세서는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중 어느 것도 임계 개수의 연속적인 스캔들 동안 무선 프로
세서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지오펜스의 잠재적 이탈을 검출할 수 있다.

무선 프로세서에 의한 지오펜스

의 잠재적 이탈의 검출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를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0008]

또 다른 양상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
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지오펜스

에 대응하는 다수의 지리적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선택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전체 개수 및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은 지리적 영역에 대해 선택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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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오펜스의 잠재적 진입 또는 이탈을 검출할 수 있다.

무선 프로세서에 의한 지오

펜스의 잠재적 진입 또는 이탈의 검출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0009]

이 명세서에 기술된 기법들은 하기의 장점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현될 수 있다.
지오펜스 모니터링이 지속적인 또는 빈번한 위치 식별을 요구할 수 있다.
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된다.

배터리 전력이 보존될 수 있다.

위치 식별은 통상적으로 애플리케이

기재된 기술을 구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종종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보다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무선 프로세서(예를 들어, WiFi™ 칩)를 사용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비활성 모드에 놓일 수 있고,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치가 변화한 경우
깰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또는 빈번한 위치 식별 동작들은 시간의 대부분 동안 전력-부족이 덜한 컴포넌

트(less power-hungry component)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010]

모바일 디바이스와 지오펜스 사이의 상대적 위치는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고 제한된 스캐닝 용량을 가지는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과 연관될 수 있다.

지오펜스는 무선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 명세서에

기재된 기법들을 사용하여, 스캐닝을 위한 다수의 통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무선 프로세서의 용량의 제약들 하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동

시에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0011]

이 명세서의 발명 대상의 하나 이상의 구현예의 세부사항들은 첨부 도면들 및 하기 기재에서 설명된다.

발명

대상의 다른 특징들, 양상들 및 장점들은 기재, 도면들, 및 청구항들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2]

도 1a-1c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도 2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을 구현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컴포
넌트들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a 및 3b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할 시에 예시적인 에러 방지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도 4a-4d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을 예시하는 흐름도들이다.
도 5는 지오펜스-기반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시하는 다이어
그램이다.
도 6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
이다.
도 7은 지리적 그리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8a 및 8b는 선택을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할 시에 사용되는 예시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도 9a 및 9b는 지리적 그리드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할당하는 예시적인 스테이지들을 예시하는 다이
어그램들이다.
도 9c는 지리적 영역들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흐름
도이다.
도 9d는 채널 최적화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하는 기법들을 예시하는 예시적인 히스토그
램이다.
도 10은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를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11은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들 중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
택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12는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들 중에서 다수의 지오펜스들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

-9-

등록특허 10-1609256
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13a는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동작들을 예
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3b는 도 13a의 동작들의 예시적인 응용례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기법들을 구현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컴포넌트들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5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의 예시적인 동작들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6은 도 1-15를 참조하여 기술되는 특징들 및 동작들을 구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시적인 디바이스 아키
텍처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7은 도 1-16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운영 환경의 블록도이다.
다양한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 심벌들은 동일한 엘리먼트들을 표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3]

지오펜스의 예시적인 검출

[0014]

도 1a 및 1b는 지오펜스를 검출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들이다.

지오펜스를 검출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내부에 또는 외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a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한 지오펜스 내로의 진입을 검출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0015]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를 검출하는 기법들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 무선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 및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베이스밴드 서브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0016]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을 사용하여 지오펜스(110) 내로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지오펜스(110)는 펜스 위치(예를 들어, 펜스의 중심) 및 펜스 치수(예를 들어, 펜스가 원

형인 경우 반경)를 포함할 수 있다.

펜스 위치는 위도 및 경도 좌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110)는 엔

터티(예를 들어, 회사, 학교 또는 홈)와 연관될 수 있다.
[0017]

지오펜스(110)로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니터링을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110) 내에

위치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검출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도 1a 및 다른 도면들에 검은색 삼각형들로서 표현된다.
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112)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된 하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

(110) 내에 위치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검출가능한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지오펜스(110)를 모
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114)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선

택되지 않은 이러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일 수 있다.

도 1a 및 다른 도면들에서, (a)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 내에 위치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로부터 검출가능한, 그리고 (b) 모니터링을 위해 모바
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은 흰색 삼각형들로서 표현된다.
리드(116)에 의해 선택이 용이해진다.

가상 지리적 그

가상 지리적 그리드(116)는 어느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지를 결정

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생성되는 지오펜스(110)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이다.

무선 액세스 포

인트들을 선택하는 것의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도 6-15를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된다.
[0018]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을 사용하여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의 신호들을 스캔함으로써 지오펜스(110) 내로의 진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선 프로세서 및 펜스 검출 명령들(108)을 포함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무

펜스 검출 명령들(108)의 실행은 무선 프로세서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통신 채널을 스캔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의 신호들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디
바이스 식별자들을 검출하게 할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디바이스 식별자는, 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스캔이 디바이스 식별자를 검출하고, 디바이스

식별자가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하나의 디바이스 식별자에 매칭하는 경우, 잠재적 펜스 진입이 검출
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이 각각의 스캔 동안 소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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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는 배터리 소진 없이 연속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신호들을 스캔할 수 있다.
[0019]

이 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112)의 디바이스 식별자
와 매칭하는 디바이스 식별자와 연관된 신호를 검출한다(111).
(110) 내로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한다.
브시스템(102)을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지오펜스

잠재적 진입의 검출시,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애플리케이션 서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을 활성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

션 서브시스템(102)을 "슬립(sleep)" 상태로부터 깨우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비활성인 애플리케이션 서브시

스템(102)은 도 1a 및 다른 도면들에서 비음영 블록(unshaded block)으로서 표현된다.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도 1a 및 다른 도면들에서 음영 블록(shaded block)으로서 표현된다.
[0020]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지오펜스 명령들(106)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

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에 의해 활성화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110) 내로 진입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오펜스 명령들(106)을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명령들(106)은 위치 결정 명령들 및 위치 비교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

위치 결정 명령들은, 실행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으로 하여금 다양한 위치 결정 디바이스들 또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
바이스(100)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선 통

신 서브시스템(104)에 의한 동작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위치 비교 명령들은,

실행시에,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으로 하여금 현재 위치를 지오펜스(110)와 비교(117)하게 할 수 있다.
[0021]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이 현재 위치가 지오펜스(110) 내에(예를 들어, 위치(118)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
우,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했다고 결정하고, 지오펜스
(110)의 진입과 연관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작업은, 예를 들어, 알람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울리는 것, 알림

(advertisement)을 디스플레이하는 것, 또는 보안 조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22]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이 현재 위치가 지오펜스(110)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
브시스템(102)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에 의
해 검출된 잠재적 진입이 에러일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무선 액세스 포

인트(112)에 관한 에러 방지 동작들(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112)를 "블랙리스트화함")을 수행할 수 있
다.
[0023]

에러 정정 동작들의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도 3a 및 3b를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된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고, 지오펜스(110) 내로의 진입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
정한 이후,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현재 위치의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고,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으
로 하여금 또 다른 지오펜스로의 잠재적 진입을 결정하기 위한, 또는 지오펜스(110)로부터의 잠재적 이탈을 결
정하기 위한 스캐닝을 계속하게 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무선 서브시스템이 지오펜스

(110)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안 비활성화될 수 있다(예를 들어, "슬립" 모드에 놓인다).
[0024]

도 1b는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모바일 디바이스

(100)는 도 1a를 참조하여 기술된 기법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110)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비활성 모드(예를 들어, "슬립" 모드)에 있

을 수 있다.
[0025]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한 것을 검출하자마자, 펜스 검출 명령들(108)은 무선 통신 서브
시스템(104)의 무선 프로세서로 하여금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스캔하여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게 할 수 있다.
무선 프로세서는 (a) 그리드(116)에 기초하여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및 (b)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
오펜스(110) 내에 있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검출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들(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114))로부터의 신호들에 대해 통신 채널들을 스캔할 수 있다.

무선 프로세

서가 N개의 연속적인 스캔들에서 (a) 및 (b)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지
않는 경우(113),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지오펜스(110)의 잠재적 이탈이 발생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수

N은 스캔 임계(scan threshold)일 수 있다.
[0026]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자마자,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예를 들어, 위치(120))를 결정하고,
현재 위치를 지오펜스(110)와 비교할 수 있다(117).

비교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이 현재

위치가 지오펜스(110)의 외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모바일 디바이스(100)
가 지오펜스(110)를 이탈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그 후 그리드(116)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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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스캔하고, 지오펜스(110)로의 또 다른 잠재적 진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0027]

도 1c는 다수의 지오펜스들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
는 다이어그램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 1a 및 1b를 참조하여 기술된 기법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110)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비활성 모드(예를 들어, "슬립" 모드)에 있을 수 있다.
[0028]

지오펜스(110)에 추가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들(144 및 146) 내에 위치할 수 있다.
(144 및 146)은 지오펜스(110)와 교차하는 지오펜스들일 수 있다.

지오펜스들

지오펜스들(110, 144, 및 146) 각각은 각자

의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에 대응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

바일 디바이스가 다른 지오펜스들(예를 들어, 지오펜스들(144 및 146)) 내에 남아 있으면서 지오펜스(예를
들어, 지오펜스(110))에 진입하고 그 지오펜스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

바이스(100)는 위치(148)(지오펜스들(110, 144 및 146) 각각의 내부에 있음)로부터 위치(150)(지오펜스들(144
및 146)의 내부에 있지만 지오펜스(110)의 외부에 있음)로 이동할 수 있다.
[0029]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152)를 생성함으로써 지오펜스들(110, 144 및 146)을 모니터링할 수 있
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다수의 지오펜스들 내에 위치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100)의 현재 위치에 기초하여 임시 지오펜스(152)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

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 및 지오펜스(144) 내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제1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

0)가 차후에 여전히 지오펜스들(110 및 144) 내에 있으면서 지오펜스(146)에 진입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
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152)를 생성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현재 위치(예를 들어, 위

치(148))를 임시 지오펜스(152)의 위치로서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명시된 치수(예를 들어,

100 미터)를 임시 지오펜스(152)의 치수(예를 들어, 반경)로서 지정할 수 있다.
[003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152)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이탈 게이트웨이를 지정할 수 있
다.

이탈 게이트웨이들은 임시 지오펜스(152) 내에 위치한 또는 다른 식으로 임시 지오펜스(152)에 관련된 무

선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탈 게이트웨이들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위치해 있는 지오펜

스들(110, 142 및 146)로부터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일 수 있다.

이탈 게이트웨이들은 지오펜스들

(110, 142 또는 146) 중 적어도 하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이전에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154)를 포함할 수 있다.

이탈 게이트웨이들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전에 선택되지

않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위치(148)에 위치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관측 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156)를 포함할 수 있다.
[0031]

임시 지오펜스(152)를 생성하고, 이탈 게이트웨이들(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54 및 156))을 지정하자
마자, 펜스 검출 명령들(108)은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의 무선 프로세서로 하여금 이탈 게이트웨이들을 스
캔하여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게 할 수 있다.
널들을 스캔할 수 있다(158 및 160).

무선 프로세서는 이탈 게이트웨이들로부터 신호들에 대해 통신 채

무선 프로세서가 N개의 연속적인 스캔들에서 이탈 게이트웨이들 중 임의

의 것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임시 지오펜스(152)의 잠재적 이탈
이 발생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0032]

수 N은 스캔 임계일 수 있다.

임시 지오펜스(152)로부터의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자마자,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
템(102)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새로운 위치

(150)를 결정하고, 새로운 위치(150)를 지오펜스들(110, 144 및 146) 각각과 비교할 수 있다.

비교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이 새로운 위치(150)가 지오펜스(110)의 외부에 있지만 여전히 지오펜
스(144 및 146) 내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110)를 이탈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그 후 새로운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고, 이 새

로운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고 따라서 지오펜스(144 및 146)의 이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이탈 게
이트웨이들의 세트를 연관시킬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110)로의 재-진입에 대해 지오펜스

(110)와 연관된 무선 액세스 게이트웨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0033]

예시적인 펜스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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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도 2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을 구현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컴포
넌트들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시스템은 도 1a 및 1b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 상

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35]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은 지

오펜스 검출의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션 서브시스템(102)은 지오펜스 정의 유닛(202)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

지오펜스 정의 유닛(202)은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의 컴포넌트이다.

지오펜스 정의 유닛

(202)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터치-감지 디스플레이 스크린)로부터, 원격 서버로부터, 또는 모바일 디
바이스(100) 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0036]

지오펜스 정의 유닛(202)에 의해 수신되는 데이터는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에 의해 프로세싱될 수 있다.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은 지오펜스 검출과 관련된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
템의 컴포넌트일 수 있다.
6)를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은 지오펜스 명령들(106) 및 지오펜스 인터페이스(20

지오펜스 인터페이스(206)는 시스템 컴포넌트(예를 들어, 지오펜스 정의 유닛(202))와

지오펜스 명령들(106) 사이에서 인터페이싱하도록 구성되는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의 컴포넌트일 수
있다.
[0037]

지오펜스 명령들(106)은, 실행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208)로 하여금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동작들은 액세스 포인트 선택 동작들 및 위치 결정 동작들을 포함할 수 있다.

액세

스 포인트 선택 동작들을 수행할 시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208)는, 지오펜스 정의 유닛(202)으로부터 수신
된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데이터 저장소(230)로부터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
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23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식별자들의 리스트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

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의 컴포넌트이다.

데이터 저장소(230)에 저장된 데이터는 원격 서버로부

터 수신될 수 있다.
[0038]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은 모니터링을 위해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에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송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에 정보를 송신하거나 애플리케이

션 서브시스템(102)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인터페이스(212)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104)은 데이터 저장소(216)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

데이터 저장소(216)는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으

로부터 수신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리스트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의 컴포넌트이
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무선 트랜시버(220)를 포함할 수 있다.

펜스 검출 명령들(108)은, 실행되는

경우, 무선 트랜시버(220)로 하여금 무선 신호들에 대해 스캔하게 할 수 있다.
[0039]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리스트에 추가하여, 지오펜스 프로세싱 유닛(204)은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
4)에 동작 모드 명령들을 송신할 수 있다.
있다.

동작 모드들은 진입 검출 모드 및 이탈 검출 모드를 포함할 수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이 진입 검출 모드 하에서 동작하는 경우, 무선 트랜시버(220)가 데이터 저장

소(216)에 저장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하나에 매칭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한다면,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진입을 검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에 활성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이 이탈 검출 모드 하에서 동작하는 경우,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무선

트랜시버(220)가 데이터 저장소(216)에 저장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에 매칭할 수 있는 어떠한 무선 액세스 포
인트들도 검출하지 않는 연속적 스캔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 후,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이탈을

검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102)에 활성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0040]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지오펜스들 각각에 대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시에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04)은 하나의 지오펜스에 대해 진입

검출 모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오펜스에 대해 이탈 검출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

(104)의 일부 또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무선 프로세서(예를 들어, WiFi™ 칩)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41]

예시적인 에러 방지

[0042]

도 3a 및 3b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할 시의 에러 방지를 예시하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는 이탈의 허위 긍정들(false positives)이 발생할 수 있다.

허위 긍정은 무선 프로세스가 지오펜스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하지만 진입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하여 향후의 허위 긍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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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도 3a는 예시적인 지오펜스(110) 및 에러 허용오차 존(302)을 예시한다.

(도 1a-1c 및 2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이) 지오펜스(110)로의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잠재적 진입들의 일부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110) 내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 검출될 수 있다.

허위 긍정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러 허용오차 존(302)이 생

성될 수 있다.
[0044]

예시적인 지오펜스(110)는 중심 및 반경을 가지는 원형 지오펜스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통신 서브

시스템(104)은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그 후,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위치(314)에 위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위치(314)가 에러 허용오차 존(302) 외부에 있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가 지
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스 포인트(304)를 블랙리스트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

일부 구현예들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를 블랙리스트화하는

것은 향후 모니터링으로부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를 블랙리스트화하는 것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가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되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디바이스 선택 동

작들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의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스코어를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에 할당할 수
있다.
[0045]

에러 허용오차 존(302)은 에러 허용오차 값을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에지로부터의 임계 거리를 포함할 수 있다.

에러 허용오차 값은 지오펜스(110)의

따라서, 지오펜스(110)의 중심과 위치(314) 사이의 거리가 지오펜

스(110)의 반경과 임계 거리의 합보다 더 큰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304)가 지오펜
스(110)를 모니터링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0046]

도 3b는 예시적인 지오펜스(318) 및 에러 허용오차 존(320)을 예시한다.
가질 수 있다.

지오펜스는 임의의 형상 및 사이즈를

예를 들어, 지오펜스(318)는 중심 및 폭 및 높이를 사용하여 정의된 타원, 또는 다각형의 꼭짓

점들을 사용하여 정의된 다각형일 수 있다.

에러 허용오차 존(320)은 타원 또는 다각형의 각각의 에지로부터의

임계 거리를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0047]

예시적인 펜스 검출 프로세스들

[0048]

도 4a 및 4b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을 예시하는 흐름도들이다.
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40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a는 지오펜스를 모니

동작들은 이전 도면들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049]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402).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는

펜스 위치 및 펜스 치수를 포함할 수 있다.

펜스 위치는 위도, 경도 및 고도 좌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위치는 지오펜스의 중심 포인트일 수 있다.

펜스 치수는 반경일 수 있다.

펜스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005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식별할 수 있다
(404).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식별하는 것은 다수의 지오펜스들로부터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 동작들은 도 6-15를 참조하여 하기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될 것

이다.
[0051]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406).

지오펜

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위치는 지오펜스의 내부의 위치 또는 지오펜스의 외부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

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식별된

액세스 포인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채널 상에서, 하나

이상의 식별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신호를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식별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것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어드레스와 연관
된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MAC 어드레스는 하나 이상의 식별된 무선 액세
스 포인트와 연관된 MAC 어드레스들의 리스트 중 하나에 매칭한다.

무선 프로세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보

다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무선 칩을 포함할 수 있다.
[0052]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오펜스로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하는 것, 또
는 지오펜스로부터의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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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식별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중 적어도 하나가 무
선 프로세서에 의해 검출되는 경우 지오펜스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잠재적 이탈의

경우에,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임계 개수의 연속적 스캔들에서, 하
나 이상의 식별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중 어느 것도 그리고 지오펜스 내에서 검출가능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어느 것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 지오펜스로부터의 잠재적 이탈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53]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
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

로세서를 깨우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비활성 상태(예를 들어, 전력 보존 상
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408).

모바일 디바이스(10

0)가 지오펜스 내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하여금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고 현재 위치가 지오펜스 내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현재 위치에 기초하여, 진입이 발

생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잠재적 이탈을 결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0054]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내부에 위치한다고 결정하
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지오펜스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를 이탈 검출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무선

무선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의 내부에 위치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
스(100)가 지오펜스로부터 적어도 임계만큼 떨어져 지오펜스의 외부에 위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에러 방지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프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

스의 내부에 위치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이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거리가 에러 임계를 초과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연관

된 액세스 포인트 스코어를 향후에 모니터링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출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신뢰할 수 없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서 지정할 수 있다.
[0055]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를 진입 검출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0056]

도 4b는 지오펜스 이탈을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42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동작들은 이전 도면들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

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422).
[0057]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424).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은 (a) 도 4a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스테이지(404)에

서 식별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 (b) 하나 이상의 현재 가시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으로부터의 신호들에 대해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58]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적어도 임계 개수의 스캔에 대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의 어느 것도
관측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426).
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100)가 지오펜스로부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428).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

로세서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로부터 이탈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
로부터의 이탈과 연관된 작업(예를 들어, 알람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울리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
[0059]

도 4c는 지오펜스 이탈을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44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동작들은 이전 도면들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

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 내부에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442).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진입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진입

게이트웨이는 지오펜스 내로의 진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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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우는 것 및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하나 이상의 진입 게이트웨이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자마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에 진입했다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다양

한 위치-결정 디바이스들 또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006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이탈 게이트웨이를 지정할 수 있다(444).

이탈 게이트웨이들은 모바일 디

바이스(100)가 지오펜스 내에 있는 경우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모바

일 디바이스(100)는 이탈 게이트웨이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0061]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이탈 게이트웨이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할 수 있다(446).

이탈을 검출하는 것은,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진입 게이트웨이

및 하나 이상의 이탈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에 의한 적어도 임계 개수의 스캔들에 대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결합된 컬렉션 중 어느 것도 무선 프로세서에 의해 관측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를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0062]

도 4d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다수의 지오펜스들 내에 있는 경우 지오펜스 이탈을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동작들
(45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동작들은 이전 도면들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0063]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다수의 지오펜스들, 예를 들어, 제1 지오펜스 및 제2 지오펜스
내에 위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1 지오펜스는 제2 지오펜스와 교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두 지오펜스들 모두에 위치한다고 결정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 주
위에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할 수 있다(452).

임시 지오펜스를 생성하는 것은 펜스 위치 및 펜스 치수를 사용하

여 임시 지오펜스를 정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있다.

펜스 위치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일 수

현재 위치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된 값(예를 들어, 100 미터)일 수 있다.

펜스 치수는 명시

일부 구현예들에서, 펜스 치수는 제1 지오펜스 및 제2 지오펜스의 사

이즈들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0064]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공통 게이트웨이를 식별할 수 있다.
공통 게이트웨이들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제1 지오펜스 및 제2 지오펜스 내에 있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100)에 의해 관측 가능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0065]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의 이탈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454).

임시 지오펜스의 이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식별된 공통 게이트웨이들로부터의 신호들을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66]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1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는지의 여부 및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2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456).

임시 지오

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제1 지오펜스로부터 이탈
했는지의 여부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제2 지오펜스로부터 이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바일 디
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임시 지오펜스로부터의 이탈을 검출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공통 게이트웨이들이 임계 개수의 연속적 스캔들에서 관측 불가능
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67]

지오펜스 검출 시스템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0068]

도 5는 지오펜스-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시하는 다이어그
램이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일 수 있다.

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지오펜스(110)를 생성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사용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예를 들

어, 핸드헬드 컴퓨터, 개인용 디지털 보조 단말, 셀룰러 전화, 전자 태블릿,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카메라,
스마트 폰, 인핸스드 범용 패킷 라디오 서비스(EGPRS) 모바일 폰, 네트워크 기지국, 미디어 플레이어, 내비게이
션 디바이스, 이메일 디바이스, 게임 콘솔, 또는 이들 데이터 프로세싱 디바이스들 또는 다른 데이터 프로세싱
디바이스들 중 임의의 둘 이상의 결합일 수 있다.
[0069]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터치 감지 스크린(502)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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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터치 감지 스크린(502)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지도(504)를 제공할 수 있다.
도(504) 상의 터치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

지도(504) 상의 터치 입력의 위치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100)가 입력(예를 들어, "펜스 생성" 버튼(508) 상의 탭)을 수신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
(110)를 생성할 수 있다.
중심)를 가질 수 있다.

지오펜스(110)는 지도(504) 상의 터치 입력의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예를 들어,

지오펜스의 생성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에서,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007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작업을 지오펜스(110)와 연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오펜스(110)와 연관시키기 위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스(110)는 해변 지역에 대응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지오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해변 지역에서의 서핑 조건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0071]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불러
올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다양한 위치 결정 동작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했다고 결
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110)에 진입했다는 결정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510)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510)는, 예를 들어, 지오

펜스와 연관된 서핑 조건에 관련된 텍스트 정보, 및 텍스트 정보의 페이지들을 통해 탐색하기 위한 컨트롤들
(512 및 514)을 포함할 수 있다.
[0072]

탐색 바(524) 및 북마크 리스트 오브젝트(526)가 인터페이스(510)의 최상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인터페이

스(510)의 최하부 아래에는,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예를 들어, 탐색 오브젝트(528), 방향 오브젝트
(530), 지도 보기(map view) 오브젝트(532), 및 현재 위치 오브젝트(534)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0073]

탐색 바(524)는 지도 상에서 주소 또는 다른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24) 내에 집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탐색 바

북마크 리스트 오브젝트(526)는, 예를 들어, 자주 방문한 주소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집 주소를 포함하는 북마크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북마크 리스트는 또한,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북마킹된 위치들과 같은 특별한 북마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74]

탐색 오브젝트(528)는 탐색 바(524) 및 다른 지도 관련 탐색 메뉴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방향 오브젝트(530)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작 및 종료 위치를 입력하게 하는 메뉴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그 후 정보(예를 들어, 시작 위치로부터 종료 위치까지의 경로에 대한 방향들 및 이

동 시간)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지도 보기 오브젝트(532)는 사용자가 크라우드웨어(crowdware)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메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현재 위치 오브젝

트(534)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을 표시하는 지도(504) 상의 지리적 영역을 보
게 할 수 있다.
[0075]

예시적인 액세스 포인트 선택 기법들

[0076]

도 6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600)를 예시하
는 흐름도이다.

[0077]

프로세스(600)는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1 및 5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지오펜스(110)를 수신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
(110)에 대응하도록 다수의 지리적 영역들을 지정할 수 있다(602).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리적 영역들에

기초하여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지리적 영역들을 지정

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도 7을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0078]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할 수 있
다(604).

지리적 영역들 각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도 8a-8b 및 9a-9b를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0079]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리적 영역들을 통해 반복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검출 확률을 평가할 수 있다
(606).

영역의 검출 확률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영역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검출하고 따라서 지오펜스(110) 내로의 잠재적 진입을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할 수
있다.

영역의 검출 확률은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평가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이 도 10을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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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

영역들의 검출 확률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영역들 전체에 대한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608).

영역들 전체에 대한 검출 확률은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를 사용하

여 지오펜스(110) 내로의 잠재적 진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산을 표시할 수 있다.
로서 지정된 값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 확률은 그리드 검출 확률

그리드 검출 확률을 계산하고 적용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이 도 10을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그리드 검출 확률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

오펜스(110) 또는 다른 지오펜스들 또는 둘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
할 수 있다(610).
[0081]

도 7은 지리적 그리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동작

들을 수행할 수 있다.
[0082]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예를 들어, 도 5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지오펜스(110)를 수신할
수 있다.

지오펜스(110)를 수신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110)에 대응하도록 다수의 지리적

영역들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110)에 대응하는 가상 지리적 그리드

(116)를 생성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가상 지리적 그리드(116)에 기초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을 선택할 수 있다.
[0083]

지리적 그리드(116)는 N x N의 균등하게 분포된 타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영역일 수 있다.

각각의 타일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

사각형 타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타일은 실질적으로 사각형

예를 들어, 지리적 그리드(116)는 25개의 정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의 스캐닝 용
2

량에 기초하여 그리드(116) 내의 타일들의 전체 개수(N )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일들의 개수는 다

음 식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수학식 1

[0084]

[0085]

2

여기서, N 는 타일들의 전체 개수이고, MAX_EL은 엘리먼트들의 최대 개수인데, 이는 무선 프로세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전체 개수(예를 들어, 150)에 대응할 수 있다.

[0086]

2

지오펜스(110)가 폭이 a 단위이고 길이가 a 단위인 경우, 각각의 타일은 (a/N) 의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
오펜스(110)는 MAX_AP개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에 의해 서빙될 수 있다.
(702)을 가지는 실질적으로 원형 영역이다.
경 a/2을 가질 수 있다.
다.

지

이 예에서, 지오펜스(110)는 중심

중심(702)은 위도 및 경도와 연관될 수 있다.

지오펜스(110)는 반

다양한 구현예들에서, 지리적 영역들은 다른 형상들 및 다양한 사이즈들을 가질 수 있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스캔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전체 개수, 및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서 스캔할 무

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개수에 기초하여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
할 수 있다.

도 8a 및 8b를 참조하여 하기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최대 개수는 무선 액

세스 포인트 허용량이라고 불릴 것이다.
[0087]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시의 영역-당 제한들

[0088]

도 8a 및 8b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시에 사용되는 예시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예시하
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은 지리적 그리드(116) 내의 타일과 연관된 값일 수 있다.

값은 선택될 수 있는 타일에 위치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세스 포인트 허용량이 각각의 타일에 대해 "1"로 설정되는 허용량 설정을 예시하고 있다.
내의 숫자들로서 표시되어 있다.
될 수 있다.

도 8a는 무선 액
허용량들은 타일들

이 설정에서는, 기껏해야 하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각각의 타일에서 선택

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802 및 804)이 모두 지리적 그리드(116)의 타일(806)에 위치하

는 경우,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802 및 804) 중 기껏해야 하나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검은색 삼각형을 사용하여 표시되어 있고, 선택되지 않은 것은 흰색 삼각

형을 사용하여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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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

도 8b는 상이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이 상이한 타일들과 연관되는 허용량 설정을 예시한다.
예들에서, 타일(806)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은 3으로 설정된다.
및 804) 모두가 선택될 수 있다.

모든 타일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을 가질 수 있다.

일부 구현

따라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802

일부 타일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큰 무

예를 들어, 지리적 그리드(116)의 중심에 또는 중심 근처에 위치한

타일들은 에지에 위치한 타일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높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가질 수 있다.
[0090]

도 9a 및 9b는 지리적 그리드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할당하는 예시적인 스테이지들을 예시하는 다이
어그램들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것은 다수의 반복들에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들

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반복에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가 식별될 수 있다.

각각의 반복에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반복)에서 할당된 예시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보여준다.

도 9a는 반복(예를 들어, 처음

중심 타일(902)과 연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은 에지 타일(904)과 연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는 차후의 반복에서 할당된 예시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을 보여준다.

도 9b

이전 반복들에서 할당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들이 증가할 수 있다.
[0091]

도 9c는 지리적 영역들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920)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수 있다.

프로세스(920)는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될

지리적 영역들은 지오펜스에 대응하는 지리적 그리드 내의 타일들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

0)는 다수의 반복들에서 지리적 영역들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추가하고, 반복 및 그것의 이전 반복들에서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로서 지정할 수 있다.
[0092]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리적 영역들을 초기화할 수 있다(922).

지리적 영역들을 초기화하는 것은 도 9a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설정에서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93]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각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연관된 액세스 포인트 스코어(AP 스코어)에 의해 아직 추
가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정렬할 수 있다(924).
인트의 중요성을 표시할 수 있는 값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AP 스코어는 무선 액세스 포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AP 스코어는 (a)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과거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한 또는 검출한 횟수들일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관측들의 수; 또는
(b) 현재 시간에 더 가까운 관측이 더 높은 스코어에 대응할 수 있는 관측 시간; 또는 (c) (a)와 (b)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94]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각각의 지리적 영역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 및 AP 스코어들에 기초하여 지리적
영역들에 아직 추가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추가할 수 있다(926).

예를 들어, (a) 높은 AP 스코어를

가지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영역과 연관되고(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에 기초하여), (b) 영역 내의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들의 수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영역에 무
선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지리적 영역들에 아직 추가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포

인트들을 추가하는 것은 AP 스코어들에 추가하여 채널 최적화에 기초하여 추가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95]

채널 최적화는 도 9d를 참조하여 하기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이미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그리드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928).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각각의 세트가 그리드 검출 확률과 연관될 수 있다.

그리드 검출 확률은 세트 내

의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예를 들어, 이미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오펜스를
검출하는 확률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드 검출 확률은 정확성(모니터링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더

많을수록, 검출 가능성이 더 크다) 및 효율성(모니터링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더 많을수록, 전력 소모가 더
높다)을 밸런싱하고, 이러한 또는 또 다른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선 프로세서의 제한된 스캔 용량(예
를 들어, 한 번에 150개의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할지의 여부를 밸런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드 검

출 확률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도 10을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0096]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그리드에 지리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추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930).

그리드에 지리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추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드의 위치를 인덱스로서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97]

모두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프로세스(920)는 종료할 수 있다.

더 많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리적 영역들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

- 19 -

등록특허 10-1609256
인트 허용량들을 증분시킬 수 있다(932).
트 허용량들을 증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 9b에 따라 무선 액세스 포인

증분 동작들 이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스테이지(924)로 되돌아감으로써

동작들을 반복할 수 있다.
[0098]

채널 최적화

[0099]

도 9d는 채널 최적화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하는 기법들을 예시하는 예시적인 히스토그
램(960)이다.

채널 최적화는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10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에 대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무선 프로세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의 신호들에 대해 다수의 채널들을 스캔할 수 있

무선 프로세서는 종종 더 많은 채널들이 스캐닝되는 경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100)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채널들에서 동작하는 가능한 많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함
으로써 스캐닝되는 채널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0101]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가 동작하는 채널과 연관될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각각은 무선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무선 채널들(예를 들어, 채널 1 내지 채널 11)에 대한 히스토그램(960)을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채널에는 주

어진 지오펜스에 대한 또는 주어진 지오펜스들의 그룹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기초하여 채널 스코어가 할당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특정 채널에서 동작하는 공산을 표시할 수 있다.

일부 구현

예들에서, 채널의 채널 스코어는 이 채널을 사용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0102]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주어진 펜스들의 그룹에 대해 가장 공
통적인 액세스 포인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공산을 높일 수 있다.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들의 그룹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관측하는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인기 있는 채널을 식별할 수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상위 X개(예를 들어, 3개 또는 4개)의 가장 인기 있는 채널들을 선

택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선택 임계(962)를 명시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

스(100)는 채널 스코어들이 선택 임계(962)를 만족시키는 무선 채널들을 인기 있는 채널들로서 지정할 수 있다.
[0103]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인기 있는 채널들에서 동작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크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인기 있는 채널에서 동작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AP

스코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인기 있는 채널들에서 동작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모

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는, 예를 들어, 모든 채널들이 아니라 3개 또는 4개의 채널들을 스캔할 수
있다.
[0104]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평가

[0105]

도 10은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를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기

법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0106]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다수의 세트들을 평가하고,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어느 세트가 지오펜스(110)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후보 무선 액세

스 포인트들의 각각의 세트는 도 9c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세스(920)의 반복(I) 및 이 반복의 이전
반복들(1, ...

I-1)에서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이다.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각각의 세트

를 평가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각각의 세트에 대한 그리드 탐색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0107]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다수의 프로빙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그리드 검출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

이스(100)는 각각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빙 포인트(예를 들어, 프로빙 포인트(1002))를 지정
할 수 있다.

프로빙 포인트(PP)는 이미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확률이 계산

될 수 있는 가상 포인트가다.

확률은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이라고 불릴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각각의 프로빙 포인트의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에 기초하여 그리드 검출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0108]

프로빙 포인트(1002)에 대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기의 경로
손실 계산을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신호 전파를 모델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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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0109]

[0110]

여기서, Pk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1004))로부터 거리 d에 있는 포인트에서의 신
호 강도이고, P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신호 강도이고, η는 시스템 손실들을 설명하는 상수이고, β는 경
로 손실 지수(path loss exponent)이다.

경로 손실 지수는 신호 전파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외, 자유 공간에서는, β는 2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음영 도심 영역에서는, β는 2.7과 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빌딩 내, 라인 오브 사이트(line-of-sight)에서, β는 1.6과 1.8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

물들이 존재하는 경우, β는 4와 6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잠재적 검출 범위는 신호

강도 비 Pk/P0가 -30 dB 내지 -113 dB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결정될 수 있다.
[0111]

상기 식 2에 따라,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검출 가능성은, 특히, 실내/실외 전파, 무선 전송 전력과 같은 변화들
에 영향을 받기 쉽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기의 계산을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는 하한 검출 거리에 기

초하여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3

[0112]

[0113]

여기서, Z는 하한 검출 거리이고,

는 잠재적 사용자 위치이고,

하여 결정될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추정된 위치이고,
[0114]

는 (서버에 의해 독립적 프로세스를 사용
는 추정된 하한 신호 전파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그 후 하기의 계산을 사용하여 하한 검출 거리에 걸쳐 적분함으로써 프로빙 포인트(P
P)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검출하는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수학식 4

[0115]

[0116]

여기서,

는 프로빙 포인트(PP)가 n번째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SAPn(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1004))를 검출하는 확률이고; Z는 하한 검출 거리이고, t는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이 적분되는 거리이
다.
[0117]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하기의 계산들을 사용하여, 프로빙 포인트가 이미 추가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검출
하거나 검출하지 않을 확률들에 기초하여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수학식 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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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여기서, PD(PPk)는 k번째 프로빙 포인트 PPk(예를 들어, 프로빙 포인트(1002))에 대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
이다.

[0120]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각각의 프로빙 포인트에 대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에 대한 그리드 검출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드 검출 확률은 모든 프로빙 포인트들에 대

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들의 평균, 또는 모든 프로빙 포인트들 중 최소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일 수
있다.
[0121]

후보들 중에서의 액세스 포인트들의 선택

[0122]

도 11은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 중에서 지오펜스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디바이스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기법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2)이 지오펜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오펜스에 충분히 근접하게 위치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2)의
세트의 식별자들을 저장할 수 있다.
[0123]

(예를 들어, 도 8a-10을 참조하여) 전술한 동작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
트들(1104, 1106 및 1108)의 세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4, 1106 또는 1108)의

각각의 세트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2)의 세트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4, 1106 또는 1108)의 각각의 세트는 검출 확률(예를 들어, 도 10을 참조하여 전
술한 바와 같은 그리드 검출 확률)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AP1 및 AP2)을 포함하

는 세트(1104)는 그리드 검출 확률 0.1과 연관될 수 있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AP1 내지 AP4)을 포함하는 세
트(1106)는 그리드 검출 확률 0.3과 연관될 수 있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AP1 내지 AP8)을 포함하는 세트
(1108)는 그리드 검출 확률 0.8과 연관될 수 있다.
[0124]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다른 세트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검
출 확률의 개선에 기초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추가된 추가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마다 검출 확률에서의 가장 큰

개선을 제공하는 세트(예를 들어, 세트(1108))를 선택할 수 있다.
[0125]

도 12는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들 중에서 다수의 지오펜스들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
는 예시적인 기법들을 예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디바

이스는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각각의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도록 지정된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의 신호들을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26]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제1, 제2 및 제3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8a-11을 참조하여) 전술한 동작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제1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104, 1106, 및 1108)의 세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제2 지

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204, 1206, 및 1208)의 세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

모

바일 디바이스(100)는 제3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1214, 1216, 및 1218)의
세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

모니터링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시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제1, 제2

및 제3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전체 수가 반드시 액세스 포인트 임계를 만족시키도록
(예를 들어,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임계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의 구

성(예를 들어, WiFi™ 칩의 최대 스캔 용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임계를 만족시키는 무

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이 도 13a를 참조하여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0127]

도 13a는 다수의 지오펜스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동작들
(130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동작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128]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액세스 포인트 버짓(access point budget) 및 펜스 스코어들(fence scores)을 초기화
할 수 있다(1302).

액세스 포인트 버짓은 예를 들어, 무선 프로세서의 스캐닝 용량, 및 이미 선택된 무선 액세

스 포인트에 기초하여 몇 개의 더 많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이 선택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값일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버짓을 초기화하는 것은 스캐닝 용량에 기초하여 액세스 포인트 버짓을 초기 값으로 설정하는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의 펜스 스코어는 지오펜스에 대해 이미 선택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에 기초하여

결정된 검출 확률(예를 들어, 그리드 검출 확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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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스들의 펜스 스코어를 제로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29]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들을 통해 반복하고(1304)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지오펜스

들을 통해 반복하는 것은 각각의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반복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액세스 포인트 버짓이 여전히 제로보다 더 큰지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1306).

액세스 포인트 버짓이 제로에 도달하는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들을 선택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0130]

그렇지 않은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반복들을 계속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버짓이 여전히 제로보다 더 큰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현재 반복되고 있는 지오펜스에 하
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하고(1308) 현재 펜스 스코어를 결정할 수 있다.

[0131]

지오펜스들을 통해 반복하는 것(1304)은 모니터링될 지오펜스들에 기초하여 다음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반복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 반복되고 있는 지오펜스(110)에 대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0132]

반복 조건들은 다음 경우 만족될 수 있다:

(1) 지오펜스(110)의 펜스 스코어가 개선의 여지(room of improvement)를 가진다(예를 들어, 지오펜스(110)의
펜스 스코어가 최대 펜스 스코어보다 더 작다);

[0133]

(2) 다음 펜스 스코어가 현재 펜스 스코어보다 현저하게 더 양호하다.

다음 펜스 스코어는 고려중인 하나 이상

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실제로 선택되는 경우 지오펜스(110)의 검출 확률이다.

다음 펜스 스코어는, 그 펜스

스코어와 현재 펜스 스코어 사이의 차이가 임계를 만족시키는 경우 현재 펜스 스코어보다 현저하게 더
양호하다;
[0134]

(3) 액세스 포인트 버짓은 제로보다 더 크다.

[0135]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자마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반복되고 있는 지오펜스의 새로운 현
재 펜스 스코어로서 위에서 계산된 다음 펜스 스코어를 할당하고,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수만큼 액세
스 포인트 버짓을 감소시킬 수 있다.

[0136]

도 13b는 도 13a의 동작들의 예시적인 응용례를 예시한다.

예시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100)는 제1 지오펜스(지오펜스(1320)), 제2 지오펜스(지오펜스(1322)), 및 제3 지오펜스(1324))를 모니터링하
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한다.

지오펜스들(1320, 1322, 및 1324) 각각은 대응하는 펜스 스코어를

가지고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다수의 세트들과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오펜스(1320)는 연관 펜

스 스코어 0.1을 가지고 4개의 후보 액세스 포인트들의 제1 세트, 연관 펜스 스코어 0.5를 가지고 6개의 후보
액세스 포인트들의 제2 세트, 연관 펜스 스코어 0.8을 가지고 8개의 후보 액세스 포인트들의 제3 세트와 연관될
수 있다.
[0137]

초기화 동작들 동안("0"으로 마킹된 화살표들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지오펜스들(1320, 1322, 및 1324)의
각각의 펜스 스코어들은 제로로 설정될 수 있다.

초기화 이후,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반복 조건들이 더 이

상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화살표들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순서(1-9)로 지오펜스들(1320, 1322 및 1324) 및
이 지오펜스들과 연관된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세트들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
[0138]

예시적인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

[0139]

도 14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기법들을 구현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컴포넌트들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컴포넌트일 수 있다.
[0140]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23
0)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위치, 채널 및 AP 스코어와 연관될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물리적 위치에 대응할 수 있거나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추정된 위치일
수 있다.

위치들 및 AP 스코어들은 원격 서버에 의해,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데

이터 저장소(230)는 저장 디바이스 상에 저장된 플랫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예를 들어, 관계(relational) 또
는 객체(objective)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될 수 있다.
[0141]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지오펜스 데이터 저장소(1404)를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 데이터

저장소(1404)는 예를 들어, 지오펜스들의 위치들 및 치수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지오펜스에 대한 정보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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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
[0142]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지오펜스 분석기(1406)를 포함할 수 있다.

지오펜스 분석기(1406)는

하나 이상의 지리적 영역(예를 들어, 타일)을 포함하는 지리적 그리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
트 선택 시스템(1402)의 컴포넌트이다.

데이터 저장소(230) 내의 각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지리적 영역들

중 하나에 대응하는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지오펜스 분석기(1406)는 각각의 지리적 영역 내의 하나 이상의 포

인트를 프로빙 포인트들로서 지정할 수 있다.

지오펜스 분석기(1406)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143]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확률 스코어 계산기(1408)를 포함할 수 있다.

확률 스코어 계산기

(1408)는 각각의 프로빙 포인트에 대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들, 및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들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각각의 세트에 대한 그리드 검출 확률을 계산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의 컴포넌트이다.
수 있다.

확률 스코어 계산기(1408)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확률 스코어 계산기(1408)로부터의 출력은 도 13a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반복적 프로세스에

따라 지오펜스 분석기(1406)에 공급될 수 있다.
[0144]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채널 최적화기(1410)를 포함할 수 있다.

채널 최적화기(1410)는 데이

터 저장소(230)로부터의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채널 최적화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의 컴포넌트이다.

채널 최적화기(1410)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145]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기(1412)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액세스 포

인트 선택기(1412)는 채널 최적화기(1410)로부터의 채널 정보 및 확률 스코어 계산기(1408)에 의해 계산된 확률
들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지오펜스에 대한 선택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
템(1402)의 컴포넌트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기(1412)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146]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은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 데이터 저장소(1414)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

된 액세스 포인트 데이터 저장소(1414)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기(1412)에 의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들의 리스트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 시스템(1402)의 컴포넌트이다.

무선 액세스 포인

트 선택 시스템(1402)은 하나 이상의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무선 프로세서에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송신할 수 있다.
[0147]

예시적인 액세스 포인트 선택 동작들

[0148]

도 15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의 예시적인 동작들(1500)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동작들(1500)은 전술한 바

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149]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를 수신할 수 있다(1502).
수 있다.

[0150]

지오펜스는 펜스 위치 및 펜스 치수에 의해 정의될

지오펜스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다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
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1504).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지오펜스에 대응

하는 다수의 지리적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 및 선택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전체 수, 및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은 지리적 영역에 대해 선택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수를 표시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의 모니터링 용량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선택될 무선 액세스 포
인트들의 전체 수를 결정할 수 있다.
[0151]

지오펜스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은 지오펜스와 연관된 지리적 영역을 다수의 타일들로 분할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지리적 영역은 타일에 대응할 수 있다.

각각의 타일은 실질적으로 사각형 영

역일 수 있다.
[0152]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은 모바일 디바이스(100) 상에 저장될 수 있다.

각

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식별자(예를 들어, MAC 어드레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각

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액세스 포인트 위치와 연관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위치는 모니터링을 위한 지

리적 영역들 중 하나와 연관될 수 있다(예를 들어, 그 안에 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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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스를 모니터링할 시에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가치를 표시하는 액세스 포인트 스코어와 연관될 수 있다.
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채널 번호와 연관될 수 있다.

각

채널 번호는 어느 채널 상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신호들을 송신하고 수신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
[0153]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스코어링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스코어링 동작들은 지리적 영역들 각각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허용량을 설정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스코어링 동작들은, 액세스 포인트 스코어들에 기초하여, 지리적 영역에 아직 추가되지 않은 무

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정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아직 추가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연관
된 액세스 포인트 위치는 목적지 지리적 영역에 대응한다.

스코어링 동작들은 이미 추가된 액세스 포인트들을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로서 지정하는 것, 및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기초하여 검출 확률을 계산하는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전체 개수

및 반복적인 스코어링 동작들에서 계산된 검출 확률들에 기초하여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하나 이상
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54]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와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사이의 통신 채널들에 추가로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확률 밀

도 함수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들 각각에 대한 하나 이상의 선호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 및 선
호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채널들 각각에 대한 하나 이상의 선호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은 통신 채널을 사용하는 무선 액
세스 포인트들의 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들 각각의 인기 스코어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채널들 각각에 대한 하나 이상의 선호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은 통신 채널들의 인

기 스코어들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선호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55]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확률 계산 동작들을 사용하여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확률 계산 동작들은 지리

적 영역들 각각 내의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를 프로빙 포인트로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스(100)는 각각의 프로빙 포인트에 대한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

률은 프로빙 포인트에 위치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임의의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를
검출할 수 있는 공산을 표시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 10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수학식

5의 계산을 사용하여 프로빙 포인트들 중 임의의 것에서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들 중 어느 것도 검출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빙 포인트들의 프로빙 포인트 검출 확률들에 기초하여 검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0156]

동작들(1500)은 또 다른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오펜스를 나타내는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및 다른 지오펜스를 나타내는 선택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전체 수는 한 번에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의해 모니터링되도록 허용 가능한 것으로서
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최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하나 이상의 후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지 다른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후보 무
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지를 각각의 선택으로부터 초래되는 개선의 양에 기초하여 각각의 반복에서 반복적으
로 결정할 수 있다.
[0157]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모니터링하는 것
을 포함하여, 지오펜스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잠정적 위치를 결정하고(1506),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
(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있는지 또는 지오펜스의 외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WiFi™ 칩일 수 있다.

무선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채널 상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신호를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깨울 수 있다.

모바일 디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

여,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0158]

예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아키텍처

[0159]

도 16은 도 1-8a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예시적인 아키텍처(1600)의 블록도이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메모

리 인터페이스(1602), 하나 이상의 데이터 프로세서, 이미지 프로세서 및/또는 프로세서(1604), 및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인터페이스(1602),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1604) 및/또는 주변 장

치 인터페이스(1606)는 개별 컴포넌트들일 수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들에 집적될 수 있다.
서들(1604)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들, 및 무선 프로세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 25 -

프로세
모바

등록특허 10-1609256
일 디바이스(100) 내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통신 버스 또는 신호 라인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0160]

센서들, 디바이스들 및 서브시스템들은 다수의 기능성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션 센서(1610), 광 센서(1612), 및 근접 센서(1614)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향,

조명 및 근접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에 연결될 수 있다.

로케이션 프로세서

(1615)(예를 들어, GPS 수신기)는 지오포지셔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에 접속될 수
있다.

전자 자력계(1616)(예를 들어, 집적 회로 칩)는 또한 자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에 접속될 수 있다.
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자력계(1616)는 전자 나침반으

모션 센서(1610)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움직임의 속도 및 방향의 변경을 결정하도록 구성

되는 하나 이상의 가속계를 포함할 수 있다.

중력계(1617)는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606)에 접속되고 지구의

로컬 중력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0161]

카메라 서브시스템(1620) 및 광학 센서(1622), 예를 들어, 전하 결합 소자(CCD) 또는 상보적 금속-산화물 반도
체(CMOS) 광학 센서는 사진들 및 비디오 클립들을 레코딩하는 것과 같은 카메라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0162]

통신 기능들은 라디오 주파수 수신기들 및 송신기들 및/또는 광학(예를 들어, 적외선) 수신기들 및 송신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624)을 통해 용이해질 수 있다.

통신 서브시스템(1624)의

특정 설계 및 구현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동작하도록 의도되는 통신 네트워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모바일 디바이스는 GSM 네트워크, GPRS 네트워크, EDGE 네트워크, Wi-Fi 또는 WiMax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통신 서브시스템들(1624)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

들(1624)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다른 무선 디바이스들에 대한 기지국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호스팅 프로토콜들
을 포함할 수 있다.
[0163]

오디오 서브시스템(1626)은 음성 인식, 음성 복제, 디지털 레코딩 및 텔레포니 기능들과 같은, 음성 가능 기능
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피커(1628) 및 마이크로폰(1630)에 연결될 수 있다.

[0164]

I/O 서브시스템(1640)은 터치 스크린 제어기(1642) 및/또는 다른 입력 제어기(들)(1644)를 포함할 수 있다.
치-스크린 제어기(1642)는 터치 스크린(1646) 또는 패드에 연결될 수 있다.

터

터치 스크린(1646) 및 터치 스크린

제어기(1642)는, 예를 들어, 용량성, 저항성, 적외선 및 표면 탄성파 기술들뿐만 아니라, 다른 근접 센서 어레
이들 또는 터치 스크린(1646)과의 하나 이상의 접촉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엘리먼트들을 포함하지만 이
에 제한되지 않는, 복수의 터치 감지 기술들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접촉 및 움직임 또는 그의 중단을 검출할
수 있다.
[0165]

다른 입력 제어기(들)(1644)는 하나 이상의 버튼, 로커 스위치, 썸휠, 적외선 포트, USB 포트, 및/또는 스타일
러스와 같은 포인터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입력/제어 디바이스들(1648)에 연결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버튼

(미도시)은 스피커(1628) 및/또는 마이크로폰(1630)의 볼륨 제어를 위한 업/다운 버튼을 포함할 수 있다.
[0166]

하나의 구현예에서, 제1 지속기간 동안 버튼을 누르는 것은 터치스크린(1646)의 잠금을 풀 수 있고; 제1 지속기
간보다 더 긴 제2 지속기간 동안 버튼을 누르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대한 전력을 턴온 또는 턴오프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버튼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성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터치 스크린(1646)은, 예를 들

어, 또한 가상 또는 소프트 버튼들 및/또는 키보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167]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MP3, AAC, 및 MPEG 파일들과 같은, 레코딩된 오디오 및/또는 비디
오 파일들을 제시할 수 있다.
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iPod™와 같은 MP3 플레이어의 기능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iPod과 호환가능한 핀 커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입력/출력 및 제어 디바이스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0168]

메모리 인터페이스(1602)는 메모리(1650)에 연결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고속 랜덤 액세스 메모리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자기 디스크 저장 디바이스, 하나 이상의 광학 저장 디바이스 및/또
는 플래시 메모리(예를 들어, NAND, NOR)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Darwin, RTXC, LINUX, UNIX, OS

X, WINDOWS와 같은 운영 체제(1652), 또는 VxWorks와 같은 임베디드 운영 체제를 저장할 수 있다.

운영 체제

(1652)는 기본 시스템 서비스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그리고 하드웨어 종속적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0169]

일부 구현예들에서, 운영 체제(1652)는 커널(예를 들어, UNIX 커널)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또한 하나 이상의 추가 디바이스, 하나 이상의 컴퓨터 및/또는 하나 이상의 서버와의 통신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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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하기 위한 통신 명령들(1654)을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령들(1656); 센서-관련 프로세싱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센서 프로세싱 명령들(1658); 전화 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화 명령들(1660);
전자 메시징 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자 메시징 명령들(1662); 웹 브라우징 관련 프
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웹 브라우징 명령들(1664); 미디어 프로세싱 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
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디어 프로세싱 명령들(1666); GPS 및 내비게이션 관련 프로세스들 및 명령들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한 GPS/내비게이션 명령들(1668); 카메라-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카메
라 명령들(1670); 자력계 데이터(1672) 및 자력계 캘리브레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명령들
(1674)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또한 다른 소프트웨어 명령들(미도시), 예를 들어, 보안 명령들, 웹

비디오 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웹 비디오 명령들, 및/또는 웹 쇼핑-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웹 쇼핑 명령들을 저장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미디어 프로세싱 명령

들(1666)은 각각 오디오 프로세싱-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 및 비디오 프로세싱-관련 프로세스들 및 기능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디오 프로세싱 명령들 및 비디오 프로세싱 명령들로 분할된다.

활성화 레코드 및 국제

모바일 장비 신원(IMEI) 또는 유사 하드웨어 식별자가 또한 메모리(1650)에 저장될 수 있다.

메모리(1650)는,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지오펜스를 수신하고,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식별하고, 식별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지오펜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오펜스의
내부에 또는 외부에 있다고 결정하자마자 지오펜스와 연관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오펜스
명령들(1676)을 포함할 수 있다.
[0170]

위에서 식별된 명령들 및 애플리케이션들 각각은 전술한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의 세트에 대
응할 수 있다.

이들 명령들은 개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프로시져들 또는 모듈들로서 구현될 필요는 없다.

메모리(1650)는 추가적인 명령들 또는 더 적은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한 기

능들은, 하나 이상의 신호 프로세싱 및/또는 주문형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될 수 있다.
[0171]

예시적인 운영 환경

[0172]

도 17은 도 1-9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운영 환경(1700)의 블록도이다.

모바일 디바이

스들(1702a 및 1702b)은 예를 들어, 데이터 통신 시에 하나 이상의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1710)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1712), 예를 들어, 셀룰러 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1716)의 사용에

의해, 인터넷과 같은 광역 네트워크(WAN)(1714)와 통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802.11g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액세스 디바이스(1718)는 광역 네트워크(1714)에의 통신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0173]

일부 구현예들에서, 음성 및 데이터 통신들 모두가 무선 네트워크(1712) 및 액세스 디바이스(1718)를 통하여 설
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702a)는 (예를 들어,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또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을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1712), 게이트웨이(1716) 및 광역
네트워크(1714)를 통해, (예를 들어,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받고, (예를 들어,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3(POP3)을 사용하여) 이메일 메시지들을 송신 및 수신하고, 그리고
웹 페이지들, 사진들 및 비디오들과 같은 전자 문서들 및/또는 스트림들을 검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702b)는 액세스 디바이스(1718) 및 광역 네트워크(1714)를 통해 전화를 걸고
받고, 이메일 메시지들을 송신 및 수신하고, 전자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모바일 디바

이스(1702a 또는 1702b)는 하나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액세스 디바이스(1718)에 물리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액세스 디바이스(1718)는 개인용 컴퓨터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는 "테더링된(tethered)" 디바이스라고 불릴 수 있다.
[0174]

모바일 디바이스들(1702a 및 1702b)은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해 통신들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디바

이스(1702a)는 무선 네트워크(1712)를 통해, 다른 무선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 셀 폰
들 등과 통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디바이스들(1702a 및 1702b)은 Bluetooth™ 통신 디바이스들과

같은 하나 이상의 통신 서브시스템의 사용에 의해, 피어-투-피어 통신들(1720), 예를 들어, 개인 영역 네트워크
를 설정할 수 있다.
[0175]

다른 통신 프로토콜들 및 토폴로지들이 또한 구현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는,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이상
의 서비스(1730 및 1740)와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 리스팅 서비스(1730)는 무

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결정하고, 하나 이상의 위치-인식 디바이스로부터 획득된 위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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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위치들을 추정하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AP 스코어들을 결정
하고, 각각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채널을 결정하고, 모바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0176]

지오펜스 서비스(1740)는,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의 사용자들이 지오펜스-기반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오펜스-기반 API를 제공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모바

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에의 다운로드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
[0177]

모바일 디바이스(1702a 또는 1702b)는 또한 하나 이상의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데이터 및 콘
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게시자들, 예를 들어, 뉴스 사이트,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들, 웹 사이트들, 블로그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 개발자 네트워크들 등이 모바일 디바이
스(1702a 또는 1702b)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이러한 액세스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웹 오브젝트를 터치하

는 것에 응답하여, 웹 브라우징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브라우저)을 불러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0178]

본 발명의 다수의 구현예들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수정들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들은 타일들로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선택에서 사용되는 지리적 영역

지리적 영역들의 컬렉션은 그리드로서 표현된다.

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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