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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분배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모바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없이,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에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위치 기반 
자원들의 가상 지도(virtual map)의 형태로 디바이스상에서 국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GPS(Glo
bal Positioning System) 또는 계산에 기초한 측정 및 예측의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디바이스내의 이용가능한 위치 기반 자원들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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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모바일 디바이스, GPS, 가상 지도, 위치 기반 자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바일 상호작용 서비스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며, 특히 분배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들과 같은, 모바일 통신 시스템들은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것에 부가하여, 무선 네트워크들은 위치, 시간 및 이용자의 다른 정보 필터링 선호도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
바일 정보와 트랜잭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들은 통상적으로 음성, 텍스트 또는 그래
픽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된다. 이용자는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 ATM 또는 다른 지역 문화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픽 지도(map), 지역 주소 정보 또는 방향들을 제시받을 수 있다. 대안으로, 이용자에게는 모바일 
이용자의 개인적 선호도들에 매칭하는 특별한 매물을 가진 가까운 상점의 근접함과 같은 정보가 " 푸쉬될(pushed)" 수 
있다.
    

    
모바일 위치 정보 갱신들은, 예를 들어 정보에 대한 요청인, 이용자 개재와, 예를 들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모바일 디
바이스의 규칙적 폴링(regular polling)인, 주기적 갱신의 결과에 의해 유발되거나, 예를 들어 이용자가 전화를 걸거나, 
셀을 변경하거나,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스위치 온 또는 오프하는, 몇몇 시스템 이벤트에 의해 유발된다. 서비스에 대
한 위치의 매칭은 네트워크내에서 구심적으로 달성된다. 매칭 동작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증
가시키고, 그에 의해 네트워크와 모바일 디바이스사이의 트랜잭션(transaction)에서 지연의 증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 및 푸시 서비스들(push services)을 제공하는 능력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모바일 이용자에게 푸쉬될 수 있는 시스템 및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이며, 또
한 필요한 것이 그와 같은 서비스들을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에 제공할 수 있는 연관된 시스템 및 방법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특정 지리적 위치들에 관한 위치 기반 자원들의 가상 지도의 형태로된 정보가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로 전자
적으로 전송되고 그 디바이스에 의해 국부적(locally)으로 해석되는 것을 허용하는 분배된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시스
템을 제공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독립적으
로 현재의 위치를 이용가능한 위치 기반 자원들과 비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한 형태로, 종래 기술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는 모바
일 폰, 페이저(pager), 휴대용 데이터 보조기(portable data assistant)가 설치된 무선 장치, 개인용 컴퓨터 또는 다
른 적당한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개인에 의해 운반될 수 있거나 또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기차 또는 
다른 교통기관에 위치될 수 있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로부터 또는 네트워크에 독립적으로 위
치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을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는 위치의 결정을 유발한다. 이것은 
지도가 위치 자원 서버로부터 디바이스에 다운로딩되게 할 것이다. 디바이스는 다운로딩된 지도를 저장하고 알고리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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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할 메모리를 포함한다. 다운로딩된 지도는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타입에 관한 이용자 선호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용자 선호도들은 선호도들의 갱신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디바이스 자
체상에서 유지될 수 있다. 디바이스는 또한 다운로딩된 지도를 해석하는 알고리즘들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알고리즘들은, 계산에 기초한, 측정 및 예측 모두 또는 보간의 프로세스에 의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의 지
리적 위치를 결정한다. 본질적으로, 본 발명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디바이스상에서 유지되는 데이터베
이스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자율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은 지역 서비스들과
의 매우 빠른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일실시예에서의 본 발명은,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에 접속된 무선 주파수 트랜시버와, 전자 메모리와, 출력 디바이스와, 
프로세서에 접속된 위치 결정 장치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의 위치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관한 정보는, 디바이스로부터의 요청없이, 디바이스에 다운로딩될 수 있고, 그에 의해 프로세서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된 정보는 출력 장치에서 이용가능하게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의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시스템은,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에 접속된 무선 주파수 트랜
시버와, 출력 디바이스와, 메모리와, 프로세서에 접속된 위치 결정 장치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본 시스템은, 선택된 지리적 위치들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속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위치 자원 
서버를 더 포함한다. 위치 자원 서버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 자원 서버는 디
바이스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고 디바이스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없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에 정보를 다운로딩
할 수 있고, 그에 의해 디바이스는 그와 같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된 정보를 출력상에서 출력할 수 있다. 처리된 
정보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의 위치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속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지리 기반 자원 정보를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디바
이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디바이스의 위치를 위치 자원 서버에 통신하는 단계와, 통신된 상기 결정 위치에 기초
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와, 선택된 정보를 디바이스에 다운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점은 이용자가 요청을 시작하지 않고서 정보를 제공받는 편의주의적 서비스(opportunistic service) 또는 
푸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능력의 증가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의 지리적 위치가, 계산에 기초하여, 측정 및 예측 모두 또는 보간의 프
로세스에 의해 모바일 디바이스내에서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네트워크 트래픽 및 지연이 위치의 프로세스를 정보 매칭에 분배하고 위치 예측의 프로세스를 이용함으
로써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위치 정확도가 위치의 프로세스를 정보 매칭에 분배하고 위치 예측의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개선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에 언급된 및 다른 특징들과 장점들,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식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본 발명 자
체는 첨부된 도면들과 연결되어 취해진 본 발명의 실시예의 다음의 서술을 참조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모바일 위치 기반 정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르고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지리적 지도에 놓여진 위치 매칭 지역들에 대한 정보의 개략적 표현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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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위치 자원 서버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사이의 위치 기반 서비스 상호작용의 프로세스를 예시한 흐름도.

도 5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른 위치 보간 및 예측의 방법의 개략적 표현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대응하는 참조 문자들은 몇몇 도면들을 통해 대응하는 부분들을 표시한다. 서술된 예시는 한 형태로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며, 그와 같은 예시는 어떤 방식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
다.

    
도면들, 특히 도 1을 이제 참조하면, 종래 기술의 모바일 위치 기반 정보 시스템이 도시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
00)는 통신 네트워크(102)와 통신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는 완전히 네트워크에 기초할 수 있는 모
바일 위치 결정 시스템(101)에 의해 결정된다. 3개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 위치들에서의 모바일 신호의 도달의 시간차
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에는, 예를 
들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인, 일체 완비된 위치 결정 능력(self-contained location determination c
apability)이 구비될 수 있다. 위치 기술들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와 모바일 위치 결정 시스템(101)에 의해 이
루어진 측정들 모두를 이용하여,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는, 위치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이용자의 위치를 매칭하는, 위치-정보 매칭 시
스템(location to information matching system)(106)에 통신 네트워크(102)를 통해 전달된다. 정보 서버(104)는 
통신 네트워크(102)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위치-정보 매칭 시스템(106)으로부터, 전화 번호
와 같은, URL(unified resource locator)(단일화된 자원 위치기) 또는 다른 포인터의 전달에 의해 모바일 통신 디바
이스(100)에 제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통신 네트워크(102)를 통해 정보 서버(104)
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도 2는 모바일 분배된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이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무선 기지
국들(140) 및 무선 링크(141)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102)와 통신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모바일 폰, 페
이저, PDA(personal data assistant)(개인용 데이터 보조기)가 설치된 무선 장치, 개인용 컴퓨터 또는 다른 적당한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안테나(116)에 접속되고 프로세서(112)에 의해 제어되는 무선 트
랜시버(110)를 포함한다. 프로세서(112)는 메모리(113)에서 유지되는 프로그램 명령들(114)을 실행한다. 메모리(
113)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프로그램 명령들(114) 및 시스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115)를 포함한다. 부가하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예를 들어 수문자(alphanumeric) 키보드, 마이크
로폰 또는 터치 스크린인 입력 디바이스(111)와, 예를 들어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수화기, 가청 디바이스(audible 
device), 가시 디바이스(visual device)인 출력 디바이스(109), 또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통신할 임의의 다른 그와 같
은 방식을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위치 결정 시스템(117)을 포함하고, 이 시스템(117)에 의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
0)가 현재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정은 네트워크(102)로부터 또는 네트워크(102)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바이스(100)는 위치의 결정을 유발한다. 위치 결정 기능을 제공하는 한가지 잘 알려
진 방법은 대략 +/-10 미터내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위성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
tem)(범지구 측위 시스템) 수신기를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GPS는 일체 완비된 위치 시스템의 예이다. 일체 완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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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스템의 다른 예는, 범위내의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들(100)에 위치 식별 신호를 방출하는, 예를 들어 무선, 음향 
또는 적외선 비컨들 (beacons)인 단거리 무선 비컨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한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이동하고 새로운 비컨들의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는 갱신될 수 있다. 모
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삼각측량하기 위해 3개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 위치들에서 모바일 신호의 도달 시
간차의 이용을 포함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117)의 많은 다른 구현들은 응용에 의존하여 가능하다. 모바일 통신 디바
이스(100)는 개인에 의해 운반될 수 있거나, 자동차, 선박, 비행기, 기차 또는 다른 수송기관에 의해 운반될 수 있다.
    

    
일단 디바이스(100)의 위치가 결정되면, 위치 자원 서버(103)는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들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 
지도를 디바이스(100)에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저장할 수 있거나, 또는 대안으로 데이터
베이스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와 같은 자원 위치기(resource locator)를 저장할 수 있다. 위치 자원 서버(103)
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고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매칭할 수 있다. 위치 
자원 서버(103)는 정보 또는 트랜잭션 서비스들로 맵핑된 지리적 영역들의 중앙화된 기록(centralized record)을 유
지한다. 위치 자원 서버(103)는, 이용자에 의한 요청시에, 또는 다른 이벤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모
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다운로딩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들과 만날 때 모바일 통신 디
바이스(100)의 동작을 수정하는 이용자 선호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선호도들은 위치 자원 서버(103)상에 저장될 
수 있거나 또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 이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될 수 있다. 선호도
들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 및 통신 네트워크(102)를 통해 업로딩될 수 있거나 또는 웹 서버 이용자 인터페이스
와 같은 위치 자원 서버(103)와 연관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이용자 선호도들은 위치 기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이용자 선호도들은,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100)의 현재의 지리적 영역 외부의 자원에 대한 정보인, 임의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도록 필터를 제공하는 지리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선호도들은 아이템 선택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ATM 
또는 레스토랑의 위치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푸쉬될 임의의 정보를 금지하기 위해 그의 선호도들을 설정할 수 있다. 시
간 선호도는 또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이용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이용자가 예를 들어 9 A.M.부터 5 P.
M.까지 일한다면, 그는 어떤 정보도 그에게 푸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 푸쉬된 아이템들의 수는 
또한 이용자 선호도들로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서 5000개의 레스토랑들이 있다면, 이용자 선호도는 
제시된 아이템들의 수를 절단하여 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선호도들은 또한 카테고리들을 수용 또는 거부
하거나, 서비스 타입들(푸쉬/풀) (push/pull)을 제거할 수 있다. 부가적인 디바이스 선호도들은, 다운로딩된 지도들에 
대한 저장소(storage) 이용가능성과 같은 디바이스 제한들과, 특정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대한 고유 위치 데
이터베이스 기록들을 더 수정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용자 선호도들의 이용을 통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상의 이용가능한 정보 서비스에 디바이스 위치의 향상된 매칭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상호작용
이 최소화되고, 지연 효과들이 감소되고, 모바일 디바이스상의 측위 시스템(positioning system)에 의해 이용되는 전
력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딩된 지도 정보는 모바일 네트워크들의 가변 시스템 부하를 대비하는데 적합할 수 있
고, 이 시스템에서 새로운 지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다운로딩하기 위해 낮은 시스템 부하가 밤새 이용될 수 있다. 따라
서 과도한 이용 주기들 동안 실시간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위치 결정 시스템(117)과 다운로딩된 전자 서비스/지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구비되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
는 그의 위치를 이용가능한 정보 서비스들에 자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위치 매
칭을 경보하기 위해 빠른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편의주의적 서비스 또는 푸시 서비스에 적합하다. 위치 데이터베이스 
및 현재의 위치 정보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100)상에서 즉시 이용가능하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다운로
딩된 지도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113)와, 다운로딩된 지도를 해석하도록 알고리즘들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프로세서
(112)를 갖는다. 프로세서(112)는 위치 결정 시스템(117)을 제어하고, 디바이스가 임의의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는
지를 알린다. 통신 네트워크(102)와의 상호작용은 현재의 지리적 위치를 통신하거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구되지 않고, 그에 의해 통신 지연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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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비스/지리적 위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또는 전부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 복사될 수 있다. 모바일 통
신 디바이스(100)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의 양은 변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저장소와, 고유 지리적 위치들의 수와, 통신 
지연 및 대역폭 능력과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에 의존한다. 위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또는 전부는 무선 링크(141)
를 통해 임의의 적합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 다운로딩될 수 있다. 셀룰러 무선 시스템에
서, 본 방법은, SMS(short message service)(짧은 메시지 서비스), WAP(wireless access protocol)(무선 액세스 
프로토콜), 또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 또는 패킷 데이터 링크를 통한 다른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새로운 지도 부분의 갱
신은 몇몇 프로세스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셀룰러 시스템에서, 갱신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와 통신하는 셀
에 등록하여 유발될 수 있다. 다른 프로세스는 위치 결정 시스템(117)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100)의 위치를 갱신하고, 따라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가 새로운 지도 데이터베이스 조각(fragment)을 요구하
는 위치로 이동하였다면 새로운 지도 부분의 다운로드를 유발한다. 갱신은 또한, 선호도 데이터베이스 기록들이 갱신될 
때,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가 턴 온 또는 턴 오프될 때, 또는 이용자 요청시에 유발될 수 있다.
    

    
도 2를 더 참조하면, 위치 자원 서버(103)는, 예를 들어 고정 디스크 저장소, 저장된 프로그램들, 또는 위치 및 서비스
들에 관한 데이터인 비휘발성 저장소(124)와, 메모리(122)와, 프로그램들(121)과,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프로
세서(120)와, 위치 자원 서버(103)를 통신 네트워크(102)에 접속시키는 포트(port)(123)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정보 서버(104)는, 예를 들어 고정 디스크 저장소, 저장된 프로그램들, 또는 서비스들 및 정보에 관한 데이
터인 비휘발성 저장소(134)와, 메모리(132)와, 프로그램들(131)과,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130)와, 
정보 서버(104)를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는 포트(133)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통신 네트워크(102)는 
패킷 교환 또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 예를 들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 
또는 인터넷일 수 있다.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는 통신 네트워크(102)에 접속된 임의의 수의 정보 서버들(104)
에 의해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 서빙될 수 있다. 정보 서버(104)는 위치 자원 서버(103)내의 개별 기록들에 완
전히 저장될 수 없는 특정 위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의해 이용된 정
보는 WAP(wireless access protocol)(무선 액세스 프로토콜) 서버 또는 HTTP(web server)(웹 서버)에 대한 UR
L일 수 있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위치 자원 서버(103)와 정보 서버(104)는 단일 시스템으로 결합될 수 있다.
    

    
도 3은 위치 매칭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도시하는 지도이다. 지도는 위도 및 경도 좌표축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좌표 시
스템들이 특정 정보 서비스에 관련된 고유 위치들을 정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위치 매칭 영역들에 대한 정보는 영역
들(150, 151, 152 및 153)에 의해 표기된다. 4개의 고유 정보 또는 트랜잭션 서비스들이 영역들에 관련된 것으로 정
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역(150)은 영역(150) 내에서 걷는 보행자들에 의해 운반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광고를 
방송하고자 하는 상점주위의 지역을 정의할 수 있다. 영역(151)은 영역(151)에 있는 동안 버스 스케줄들에 대해 문의
하는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버스 시간표를 이용가능하게 하려는 버스 정류장일 수 있다. 영역(152)은 터미널내의 이용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게이트 정보를 방송하고자 하는 공항일 수 있다. 부가하면, 위치 매칭 영역들에 대한 정
보는 오버랩할 수 있고, 따라서 층을 이룬 지역적 및 국부적 서비스들을 정의한다. 영역(153)은 실질적으로 오버랩핑
하는 영역들(150, 151 및 152)에 의해 지역적 영역을 정의한다.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 세트의 위도 및 경도 데이터가 
정보 서비스와 연관된 영역을 서술할 수 있다.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가 정의된 영역 내인 것으로 결정되면, 동작이 유발
될 수 있다. 결과 또는 동작의 타입은 위치와 연관된 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도 4는 전자 서비스/지리적 위치 데이터 베이스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100)에 제공되고 그후에 모바일 위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이용되는 방법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위치 자원 서버(103)는 장치들(200 및 202)을 포함한다. 장치(2
00)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대한 데이터뿐 아니라 서비스 상호작용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들을 포함한다. 서
비스 상호작용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들은 상기에 서술된 것들을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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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한들, 저장소 제한들 및 접속 제한들을 포함한다. 장치(202)는 위치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록
(들)을 포함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록은, 지리적 위치 영역 정의들; 정보의 타입 - 푸시(push) 또는 풀(pu
ll); 예를 들어 URL, 다른 자원 위치기들 또는 위치와 연관된 데이터인, 위치와 연관된 정보; 및 " 레스토랑" 및 " 중국
인" 과 같은 정보 카테고리들을 포함한다. 장치들(200 및 202)은 위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지도를 형성하기 위해 경
로들(P4 및 P5)을 통해 단계(S1)에서 결합된다. 일단 단계(S1)가 완료되면, 링크(L1)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지도를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다운로딩하는 단계(S2)가 시작된다. 단계(S2)의 시작은 몇몇 절차들로 달성될 수 있다. 
단계(S2)는 매시간 또는 매일과 같은 주기적 싸이클상에서 발생하거나 빈번하지 않을 수 있고, 단계(S2)는 모바일 통
신 디바이스(100)가 기존의 저장된 지도 데이터베이스의 경계들 밖에서 움직일 때 시작될 수 있고, 단계(S2)는 위치 
자원 서버(103)에 의해 유지된 이용자 선호도들이 갱신될 때 시작될 수 있고, 단계(S2)는 시간-기반 트리거(time-
based trigger)로 또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가 턴온 또는 턴오프될 때 시작될 수 있고, 단계(S2)는 이용자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위치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록 갱신이 요구될 때 시작될 수 있고, 또는 단계(S2)는 또한 예를 들어 
두개의 넓은 영역 네트워크 셀들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상기 절차들을 단
지 예시적이며, 이용될 수 있는 절차들의 타입에 대한 제한들로서 의도되지 않는다.
    

    
다운로딩된 정보는 시간 단계(S3)가 시작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 링크(L1)를 통해 송신된다. 단계(S3)는 
정보 서비스들에 대한 내부 스캔을 시작한다. 장치(204)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서 유지되는 이용자 선호도들
을 포함한다. 이용자 선호도들은 국부적으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상에서 유지되는 부가적인 선호도들이며, 단기
간 선호도 수정들, 개인적 선호도들 및 빈번하게 갱신되는 선호도들과 같은 아이템들과, 전화번호부 및 푸시 경보 선택
들(push alert choices)과 같은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한다. 장치(204)는 이용자 선호도들을 경로(P3)를 통해 단계
(S3)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단계(S4)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현재 위치를 체크하도록 시작된다. 단계(S4)
는 푸시 서비스들을 탐색할 때 초 또는 분에 기초한 싸이클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단계(S5)는 새로운 위치
를 국부적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도록 시작된다. 그 다음에, 단계(S6)는 서비스가 현재 위치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서비스도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프로세스는 단계(S9)로 계속된다. 단계(S9)는 모바일 통신 디
바이스(100)에서 발견되는 위치 탐색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반환 경로(P6)를 단계(S3)에 제공한다. 단계(S9)는, 예를 
들어, 서비스 밀도, 모바일 디바이스 속도, 이용가능한 위치 정확도 및 서비스 지리적 매칭 영역(service geographic 
match area)인, 입력들과 알고리즘에 따라 탐색 빈도를 수정한다.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다면, 장치(204)로부터 유도된 
국부적 선호도 정보에 대해 서비스를 비교하도록 매칭 필터를 포함하는 단계(S7)는 시작된다. 단계(S8)는 단계(S7)
로부터의 매칭 필터 출력과 위치에 대한 정보 기록에 기초하여 작용을 선택한다. 어떤 작용도 요구되지 않는다면, 프로
세스는 경로(P7)를 통해 단계(S9)로 간다. 정보가 국부적 데이터 기록에서 유지된다면, 단계(S10)는 이용가능한 정
보를 이용자에게 제시하도록 경로(P1)를 통해 시작된다.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단계(S11)는 통신 네트워크(1
02)를 통해 원격 정보 서버(104)로부터 부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도록 경로(P2)를 통해 시작된다.
    

    
도 5는 수학적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위치 결정 프로세스의 개략적 표현이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
는 상기에 서술된 위치 결정 시스템(117)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시간 T에,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데카르트 좌
표(x,y)로 점 A에서 발견된다. 시간 T+t에,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좌표들(x+a, y+b)로 점 B에서 발견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가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간단한 알고리즘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그러므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는 시간 T+2t에서 좌표들 (x+2a, y+2b)로 점 
C에 있는 것이 예측된다. 알고리즘은 위치 에러(E)에 대한 값을 생성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117)로부터의 부가적인 
측정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점 D는 시간 T+2t에서의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실제 위치를 표시한다. 잘 알
려진 수학 기법들이 시간에 대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를 예측 및 보간하는 측정들과 함께 이용될 수 있
다. 이것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로의 방향 또는 속도의 작은 변동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2차 또
는 고차의 보간 방식들, 역 보간 방법들, 데이터 평균 및 평탄화 기법들을 포함할 수 있다. 위치 갱신율은 알고리즘 내에
서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은 대안의 예측된 경로들에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경로를 맞출 수 있다. 위
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그에 의해 모바일 위치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수정하도록 다수의 입력들, 예를 들어 위치 
변경률, 위치 에러(E)의 값, 정확도 요구조건들 및 위치 기반 정보의 입도(granularity)와 도로들과 빌딩들과 같은 알
려진 지리적 특징들에 대한 모바일 이동의 적합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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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측정들 및 계산들을 이용하여, 위치 서비스 매칭 시스템은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의 갱신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측정된 위치 결정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된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서의 전력은 절약되며, 
네트워크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들과의 네트워크 상호작용은 최소화된다. 알려진 데이터 점들사이의 보간은 위치 정확
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현재의 지리적 위치는 계산에 기초한 예측 또는 보간과 측정 모두의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위치 예측은 임의의 시간 주기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몇초마다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빠
른 계산 및 측정 싸이클들은 경로를 따라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실시간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수시간 또는 수일을 커버하는 장기간 프로파일이 미래의 이용자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중인, 주중의 날에는 도시의 특정 영역에 있고, 밤과 주말에는,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것이 항상 발견되는 이
용자는, 위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지도들이 양쪽 위치들 모두에 대해 밤새 프리로딩할 수 있고, 그에 의해 피크타임에
서 네트워크 자원들을 절약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이다.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포트(166)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102)와 통신한
다. 통신은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가 비-영구적 링크(L10)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102)에 명백히 접속될 때 단
지 가능할 수 있다. 링크(L10)는 다이얼 업 모뎀(dial up modem), 유선 또는 무선 LAN에의 일시적 접속, 또는 광학 
또는 음향 커플러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휴대용 데이터 보조기(PDA), 개인용 컴퓨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102)에 주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디바이스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메모리(163)
에서 유지되는 프로그램 명령들(164)을 실행하는 프로세서(162)를 포함한다. 메모리(163)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프로그램 명령들(164) 및 시스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165)를 포함한다. 모
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또한, 예를 들어, 키보드, 마이크로폰, 터치스크린 또는 마우스인 입력 디바이스(161)와, 
예를 들어,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수화기 또는 스피커인 출력 디바이스(160)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위치 결정 시스템(167)을 포함하고, 그에 의해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가 현재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위치 결정 기능을 제공하는 잘 알려진 방법은 GPS(범지구 측위 시스템) 수신기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약 50 미터내에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성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다. GPS는 일체 완비된 위치 시스템의 예이다. 
다른 일체 완비된 위치 시스템은, 예를 들어, 무선, 음향 또는 적외선 비컨들인 단거리 무선 비컨들로부터 신호들을 수
신하는 시스템이며, 비컨들은 범위내의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들(105)에 위치 식별 신호를 방출한다.
    

    
동작시에, 지도 데이터 베이스의 다운로드는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를 통신 네트워크(102)에 능동적으로 접속시
키는 이용자에 의해 시작되며, 그에 의해 위치 자원 서버(103) 및 정보 서버(104)에 접속한다. 이용자는 또한 이용자
의 계획된 활동들중 종래의 정보에 기초하여 다운로딩된 지도 또는 지도 조각의 선택을 시작할 수 있다. 통신하는 동안,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105)는, 장기간 위치 프로파일 조작 및 지도 다운로드가 이전에 서술된 바와같이 달성되는 것을 
허용하는 위치 자원 서버(103)에 위치 이력 정보를 업로딩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통신 네트워크(102)에의 실
시간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다운로딩된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위치/정보 매칭이 위치 결정 시스템(167)을 이
용하여 발생할 때 정보의 유일한 공급원일 수 있다. 부가적인 위치 자원 위치기들은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 (105)가 통
신 네트워크(102)에 접속할 수 있을 때 후속 이용을 위해 메모리(163)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165)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모바일이 통신 네트워크(102)에 접속할 수 없을 때 이용하도록, 위치 서비스 지도의 모바일 전자 디
바이스(105)로의 프리-로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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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바람직한 설계를 가진 것으로 서술되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개시된 내용의 정신 및 범위내에서 더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출원은 일반적 원리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임의의 변형들, 이용들 또는 적응들을 커버하도록 의도
된다. 또한, 본 출원은 본 발명이 관계되고 첨부된 청구항들의 제한들내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공지되거나 관습적인 
실시에 속하는 본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벗어남들을 커버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로서,

위치 결정 장치(location determination element)(117)와,

상기 위치 결정 장치(117)에 접속된 무선 주파수 트랜시버(110)와,

상기 트랜시버(110)에 접속된 전자 메모리(113)와,

상기 위치 결정 장치(117), 상기 트랜시버(110) 및 상기 메모리(113)에 접속된 프로세서(112)와,

상기 프로세서(112)에 접속된 출력 장치(output element)(109)를 포함하는, 상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의 위치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관한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로부터의 요청없이, 상
기 디바이스에 다운로딩될 수 있고, 그에 의해 상기 프로세서(112)는 상기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처리된 
정보는 상기 출력 장치(109)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장치(109)는 가시 표시 장치(visual displa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장치(117)는 범지구 측위 정보(global positioning information)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
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113)는 저장된 알고리즘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위치 예측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 9 -



공개특허 특2003-0011909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입력 장치(111)를 더 포함하고, 그에 의해 이용자는 상기 디바이스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상기 메모리(113)에 상
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시간 선호도 정보(time preference information)상에서 동작하는 시간 기반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입력 장치를 더 포함하고, 그에 의해 이용자는 시간 선호도 선택들을 상기 디바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지리적 선호도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주제 선호도 알고리즘(subject matter preference algorith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
바일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1.

통신 시스템으로서,

위치 결정 장치(117)와, 상기 위치 결정 장치(117)에 접속된 무선 주파수 트랜시버(110)와, 상기 트랜시버(110)에 
접속된 메모리(113)와, 상기 위치 결정 장치(117), 상기 트랜시버(110) 및 상기 메모리(113)에 접속된 프로세서(1
12)와,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된 출력(109)을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와,

선택된 지리적 위치들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속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122)를 포함하고, 상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 자원 서버(103)를 포함하는, 상기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위치 자원 서버(103)는, 상기 디바이스로부터의 정보 요청없이, 상기 디바이스(100)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고 
상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정보를 다운로딩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상기 디바이스는 그와 같은 정보를 처리
할 수 있고, 상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의 위치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들에 속하는 상기 처리된 정보를 출력(109)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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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지리 기반 자원 정보를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100)에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디바이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를 위치 자원 서버(103)에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자원 정보 공급 방법에 있어서,

통신된 상기 결정 위치에 기초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에 다운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에 저장된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다운로딩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시간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주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지리적으로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위치 예측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상기 디바이스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단계는 범지구 측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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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정보 공급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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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 13 -



공개특허 특2003-0011909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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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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