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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를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9)를 통하여 유연하게 검색하고 처리하며 분배하는 시스템(1)이 개시된다. 본 시스

템 내에서, 제 1당사자 식별자가 포착되고(208), 그리고는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11-자리 zip 코드)와 같

은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된다(210). 그런 다음 링케이지 키이는 가상 링케이지 키이 인덱스 데이터베이스(25)의 구성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링케이지 키이로 인덱스된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다음 제 1 당사자 식별자와 관련하여 검색된 정보는 본 시스템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트워크 노드로 상기 제 

1 당사자(14C) 및 기타 다른 네트워크 노드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배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상이한 당사자들(parties) / 노드들(nodes) 사이의 정보를 링크시키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기로,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링

크시키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몇몇 회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회사에 제공하는데 인터넷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예

컨대, 메리만(Merriman)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 5,948,061호는 인터넷 페이지 상에 고객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개시된 시스템은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

xt Transport Protocol: HTTP)로 형성되는 방향전환 커넥션(redirect connection) 또는 숨겨진 커넥션(hidden con

nection) 특성을 이용한다. 메리만 특허에서는, 상인 사이트(merchant site)가 광고 서버 상에 저장되어 있는 광고를 

상인 페이지 상에 올려 놓음으로써 소비자 브라우저를 광고 서버로 방향 전환시킨다. 소비자의 브라우저가 일단 상인

페이지에 엑세스하면, 브라우저는 광고 서버로 방향전환되거나 또는 숨겨진 임시 연결을 설정하게 되어서, 광고가 검

색되게 한다. 일단 브라우저가 광고 서버에 연결되면, 광고 서버는 소비자의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그것의 인

터넷 쿠키를 아무것이나 읽는다. 만일 쿠키가 발견되면, 다음으로 광고 서버는 다음의 작업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

을 수행하게 된다;

- 광고 서버의 상인 사이트 소비자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로써 쿠키 내에 저장된 소비자 식별 스트링(Consumer Ide

ntification String)을 찾고,

- 소비자의 웹 브라우징 선호(preference)를 결정하고,

- 광고 서버가 올려 놓도록 인가받은 광고 배너 중 어느 것이 현재의 소비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

하고,

- 임의의 새로운 정보로써 소비자의 쿠키를 갱신하고,

- 소비자의 브라우저를 다시 상인 서버로 방향 전환시키거나 연결시키고,

- 상인 어드레스에 소비자에 의해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된 광고 배너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고,

- 소비자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상의 새로운 정보로써 광고 서버를 갱신하고,

- 광고가 상인의 인터넷 페이지 상에 디스플레이되었음을 나타내도록 광고 배너가 읽혀지거나 또는 적재된 데이터베

이스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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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상인 서버에 유용하게 되는 정보의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들 시스템 내에서는, 오직 상

인의 소비자 파일 및 제 3의 광고 서버로부터 입수한 크로스-세션 광고 소비자 선호 정보(cross-session advertisin

g consumer preference information) 내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만이 유용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제한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되기를 요청하는 상인 및 

광고주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네트워크 상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소비자 식별자(identifier)를 

수신하기 위한 제 1 정보 서버와,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링케이지 키이(linkage key)로 변환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링케이지 키이 변환 모듈(linkage key conversion module)과, 상기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소비

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베이스(linkage key database)와, 그리고 상기 링케이지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상기 링케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하는 인스트럭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소비자 데이터를 포착하기(Capturing) 위한 광역 네크워크 시스템이다. 이 실시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요소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제 1 커맨드(first commands)를 포함하는 제 1 서버와, 상인 

서버에 엑세스하는 소비자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제 2 커맨드(second commands)를 포함하는 제 2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상기 제 1 커맨드의 수행은 소비자의 컴퓨터 상에 유일한 소비자의 식별자(unique consume

r identifier)를 저장하는 결과를 낳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맨드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한 다.

상기 상인 서버로부터 유일한 상인 식별자를 검색하고;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읽어내고;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에 기초하여 소비자 데이타에 엑세스하고;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터 및 상기 유일한 상인 식별자를 상기 상인 서버로 전송한다.

또 다른 실시예는 소비자 데이터를 상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광역 네크워크 시스템이고, 제 1 상인 서버와 통신하는 제

1 정보 서버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소비자 컴퓨터가 상기 제 1 상인 서버에 엑세스한 후에 소비자 컴

퓨터 상에 소비자 식별자를 포함한 쿠키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제 2 상인 서버

와 통신되며,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소비자 식별자와 이에 대응하는 상인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 1 메모리 및 상기 소

비자 식별자에 의해 인덱스되는 소비자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상기 

제 1 상인 서버에 엑세스하는 소비자 컴퓨터에 대응하여 상기 쿠키 데이터 파일이 읽혀지고,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

터 및 대응하는 상인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제 2 상인 서버로 전송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소비자 데이터를 네트워크 노드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음성 커맨드를 수신하여

입력 변수로 변환하기 위한 대화식 음성 응답 인터페이스와, 상기 입력 변수를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기 위한 인스

트럭션을 포함하는 변환 모듈과, 상기 변수와 관련된 상기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 하여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위한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터를 상기 네트워크 노드에 전

송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제 2 모듈을 포함한다.

부가적 실시예로서 상인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제 1 상인 서버로 전송되는 소비자 데이터를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소비자 데이터에 기초를 두는 유일

한 소비자 식별자를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는 단계; 제 2 상인 서버에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단

계로서, 상기 페이지 구성요소의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의 전송은 상기 정보 서버가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판

독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와; 그리고 소비자 정보를 상기 소비자 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제 2 상인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또 다른 실시예는 소비자의 메일링 주소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서버 내에서의 방법으로서, 상기 소비자로부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제 1 상인 서버로 전송되는 동안에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상기 소

비자 컴퓨터에 기록하는 단계와, 제 2 상인 서버 상에서 참조되어지는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를 전송하도록 하는 상

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의 요청(request)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

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소비자 주소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소비자 컴퓨터의 메일링 주소를 상기 제 2 상인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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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도 1A과 도 1B의 상하 연결 도면)은 소비자와 상인 사이의 데이타를 링크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

시한 블록도이고,

도 2는 데이터를 링크시키기 위한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장된 이미지(embedded image)를 이

용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3은 데이터를 링크시키기 위한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쿠키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기 위

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4는 링케이지 키이를 소비자 데이터에 링크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5는 입력 장치로부터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고,

도 6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와 상인 사이의 데이타를 링크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의 흐름도이고, 그리고

도 7은 도 6의 쿠키 프로세스에서 저장되는 링케이지 키이에 기초한 소비자 데이터 검색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I. 정의

A.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스트링은 임의의 갯수의 숫자 기호(numerical symbols), 영문자 및 숫자(alphanumeric characters), 및 구두

점 기호(punctuation symbols)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링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랜덤 액

서스 메모리(RAM) 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와 같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B. 입력 장치

입력 장치는, 예를 들어서, 키보드, 롤러 보울, 마우스, 음성 인식 시스템, 핸드라이팅 인식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핸드

라이팅 패드, 또는 기타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될 수 있다.

C.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은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단계들로서 컴퓨터로 구현되는 단계들을 지칭한다.

D. 근거리 통신망(LAN)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의 일 예로 인터넷으로의 접근로를 포함한 기업 전산망으로 여기에는 상기 시스

템을 포함한 컴퓨터와 전산 장치가 연결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근거리 통신망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

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al; TCP/IP) 산업 표준에 따른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근

거리 통신망은 국제 표준 협회(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Open Syatems Int

erconnection), IBM의 SNA, 노벨(Novell)의 넷웨어(Netware), 및 밴얀(Banyan)의 VINES등(그러나, 이것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님)의 다른 네트워크 표준에 따를 수 있다.

E.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Pentium  ? 프로세서, Pentium  ? Pro 프로세서, Pentium  ? II 프로세서, Pentium  ? III 프로세서

, AMD 프로세서, 8051 프로세서, MIPS  ? 프로세서, Power PC  ? 프로세서, SPARC, ULTRA SPARC 또는 ALPHA 
? 프로세서 등과 같은 기존의 임의의 범용, 단일-칩 또는 다중-칩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마이크

로프로세서는 디지탈 시그널 프로세서 또는 그래픽 프로세서와 같은 종래의 임의의 특수 목적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

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형적으로 통상의 어드레스 라인과, 통상의 데이터 라인과,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통상의 제어 라인을 가지고 있다.

F.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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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은 아래에 상술되는 바와 같이 디양한 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모듈들은 다양한 서브-루틴, 프로시쥬어, 정의 문장, 및 매크로를 포함한다. 각각의

모듈들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컴파일되고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링크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모듈에 대하여 

후술하는 설명은 바람직한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서술하기에 편리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모듈들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는 인위적으로 다른 모듈들 중의 하나로 재분배되거나, 하나의 모듈로 결합되거나, 또는 예컨

대 공유가능한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shareable dynamic link library)내에서 이용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G. 네트워크

상기 시스템은 예컨대 다음의 네트워크, 즉 인터넷(Internet), 인트라넷(Intranet), 근거리 통신망(LAN), 전화 신호 시

스템 7(telephone Signaling System 7: SS7), 또는 광역 통신망(WAN)과 같은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연

결된 컴퓨터들의 임의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덧붙여서, 네트워크로의 연결은 예를 들어서 원격 모뎀(Remote Mod

em), 무선(Wireless), 이더넷(Ethernet; IEEE 802.3), 토큰 링(Token Ring; IEEE 802.5), 화이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링크 인터페이스(fiber distributed datalink interface; FDDI) 또는 비동기 전송 모드(Asynchronous Transfe

r Mode; ATM) 등이 될 수 있다. 전산 장치는 데스크탑(desktop), 서버(server), 휴대용(portable), 핸드-헬드(hand-

held), 셋-톱(set-top), 또는 기타 임의의 바람직한 구조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은 공공 

인터넷(public internet), 사설 인터넷(private internet), 보안 인터넷(secure internet), 사설 네트워크, 공공 네트워

크, 부가가치 통신망(value-added network), 인트라넷 기타 등등의 다양한 변형을 포함한다.

H. 운영체제(오퍼레이팅 시스템; Operating System)

상기 시스템은 예컨대 유닉스(UNIX), 디스크 운영 시스템(Disk Operating Syatem; DOS), OS/2, 솔라리스(Solaris),

윈도우(Windows) 3.x, 윈도우(Windows) 95, 윈도우(Windows) 98, 윈도우(Windows) 2000, 윈도우(Windows) NT

와 같은 다양 한 운영체제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

I.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ing Language)

상기 시스템은 예컨대 C, C++, BASIC, Pascal, Java, 및 FORTRAN과 그리고 공지된 운영체제하에서 수행되는 임

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C, C++, BASIC, Pascal, Java, 및 FORTRAN은 산업 표준 프로그래

밍 언어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행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상용 컴파일러가 있다.

J.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는 신뢰성있고, 연결-지향성 전송 계층 링크를 컴퓨터 시스템들 사이에 제공하는데 사용되

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transport layer protocol)이다. 네트워크 레이어(network layer)는 상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방향 핸드쉐이킹(two-way handshaking) 기술을 사용하여, TCP는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로컬 커넥션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종료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것의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으로서 IP를 이용한다. 부가적으로, TCP는 각각의 메시지로 목적지(destination) 

포트 번호와 출발지(source) 포트 번호를 포함함으로써 단일 장치에서 실행되는 다수개의 프로그램을 구별하기 위한

프로토콜 포트를 제공한다. TCP는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 플로우 정의, 데이터 수신 확인, 분실 또는 망실된 데이터

의 재전송 및 단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다중 연결을 멀티 플렉싱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TCP

는 데이터그램 구조에 정보를 씌우는 것을 책임진다.

K. 공공 네트워크(Public Network)

공공 네트워크는 제 3자가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통제하는 곳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

사자(parties) 또는 노드(nodes) 사이의 통신을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의 네트워크로서 정의된다. 현재의 3개의 가장 

일반적인 공공 네트워크로는 SS7(Signaling System 7) 회선 교환 전화망(circuit switching telephone network), 무

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화망, 및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를 이용하는 패킷망(Packet Network)인

인터넷이 있다.

L.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리미터 값(Linkage Key Input Parameter Values; LKIPV)

LKIPV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아이템 또는 아

이템들이다. 상기 LKIPV는 사용자와 연관되고 다른 네트워크 노드 상에 저장된 정보에 링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링케이지 키이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LKIPV들의 예로서, 10-자리 전화번호(10-digit telephone number),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ddress; USPS Address),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자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소비자 성명, 및 현재 소비자 위치의 위도 및 경도 등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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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IP 어드레스 또는 e-메일 어드레스 또한 LKIPV가 될 수 있다.

M. 링케이지 키이(Linkage Key; LK)

링케이지 키이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네트워크 노드 내에 위치하는 실시간 정보를 연관시키는데 사용되는 데

이터 값이다. 개념상으로 이것은 화학 반응에 있어서, 이것이 없다면 상호 반응하지 않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반응하

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이 상호 반응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촉매와 비슷하다. 많은 응용예에서 하나의 

바람직한 링케이지 키이는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USPS Delivery Point Code; USPS DPC)이다. 이는 11

-자리 우편 코드(11-digit zip code)와 1-자리 체크 디지트로 구성되는 12-자리 코드이다. DPC는 11-자리의 우편 

코드 레벨이 하나의 가구 또는 우편 배달 주소를 나타내는 지리적 계층 코드이다. 링케이지 키이의 다른 실시예처럼, 

상기 DPC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내에 저장된 LKIPV 또는 동등한 데이터 아이템으로부터 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서 결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결정 프로세스로서, (1) 번역 테이블(전화번호를 DPC로), (2) 간단한 컴퓨터 데이터 조작

(쿼드-트리(quad-tree)로 알려진 인터리빙된(interleaved) 위도 및 경도 계층적인 키이(latitude and longitude hier

archical key)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리빙된 위도 및 경도 좌표 쌍), (3) 번역 테이블과 함께 사용되는 간단한 컴퓨터 

프로세스(매치 키이를 생성하기 위하여 5-자리 우편 코드, 스트리트 명칭의 첫 다섯 문자, 스트리트 번호의 첫 다섯 

숫자, 성명 중에서 성(last name)의 첫 다섯 문자, 및 성명 중에서 이름(first name)의 첫 다섯 문자를 덧붙이고, 그리

고 링케이지 키이가 되는 유일한 순차적인 숫자(unique sequential number)를 검색하기 위하여, 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하기 위하여, 순차적인 숫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매치 키이를 조사하는), 그 리고 (4) 다수개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컴플렉스 멀티 스테이지 컴퓨터 프로세스(빌딩 번호, 프레-디렉션(pre-direction), 스트리트 명칭

(street name), 스트리트 유형, 스트리트 포스트 디렉션, 2차 유닛 유형, 2차 유닛 번호, 도시 명칭 및 주 명칭을 포함

한 주소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주소에 DPC코드를 할당하는)가 있다. 링케이지 키이의 비-배타적인 리스트(

non-exclusive list)로서, DPC, ZIP+4, 주-카운티(state-county)/센서스 트랙트(census tract)/센서스 블록(censu

s block), 좌표 인터리빙된 쌍(위도/경도) 또는 쿼드-트리, 10-자리 전화번호, 표준화된 스트리트 주소, 표준화된 스

트리트 주소 + 표준화된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표준화된 성명, 순차적으로 할당된 번호, 기타 등등이 있다.

N. 링케이지 메카니즘(Linkage Mechanism)

링케이지 메카니즘은 이것에 의하여 다수개의 소스로부터의 정보가 함께 링크되는 수단이 된다. 비교되어야할 아이

템의 모집단(universe of items)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링케이지 키이 매치 및 링케이지 키이 매치의 계층

적 구성요소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그리고는 프로그램된 규칙 또는 알고리즘의 더욱 복잡한 세트가 최종 링케이지

결정을 위해 사용된다. 후자의 예는, 고객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가 GPS(Global Pos

itioning Satelite) 수신기를 가진 경우에 현재의 고객 위치에 가장 근접한 소매상 위치를 찾는 것이다. 고객 컴퓨터는 

GPS 수신기에 의해 결정되는 고객의 현재 위도 및 경도를 전송한다. 위도 및 경도 좌표는 쿼드-트리 링케이지 키이로

전환된다. 상기 링케이지 키이는 각각의 점포 위치에 할당된 쿼드-트리 링케이지 키이와 매치된다. 커드-트 리 매치

의 특정 계층 레벨에서, 예컨대 고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4개의 가능한 후보 점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고

객의 위치로부터 4개의 점포 각각에 이르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4개의 후보 점포 각각의 위도 및 경도와 고객의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거리 계산이 수행된다.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점포가 고객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점포로 결

정되고, 그리고 이 점포에 관한 정보가 반대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O. 링케이지 프로세스(Linkage Process)

링케이지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다음의 4 단계; 즉, (1) LKIPV를 얻는 단계, (2) LKIPV와 연관된 링케이지 키이를 

결정하는 단계, (3) 로컬 또는 다른 네트워크 노드 상에 위치되는 링케이지 키이로 인덱스된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

함으로써 LKIPV와 연관된 실시간 정보를 검색 및/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링케이지 메카니즘과 

함께 사용하는 단계, 및 (4) 링크된 정보(linked-to information)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트워크 노드에 제공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II. 개관(Overview)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유연하게 저장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링크시키기 위

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소비자 컴퓨터는 전화번호, 주소, 위도/경도 값, IP 어드레스, e-메

일 주소 등과 같은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라미터 값을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하는 정보 시스템에 제공한다. 정보 시스

템은 소비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소비자 컴퓨터 또는 다른 컴퓨터로 사전-선택된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프로그램된다.

이 실시예에서, LKIPV 는 1차적으로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되고, 그런 다음에 링케이지 키이는 인덱스된 다수개의 데

이타베이스 중 어느 하나에 엑세스하는데 사용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는 소비자와 관련된 지리적

영역을 정의하는 일종의 장소 키이(spatial key)로서 작용한다. 장소 키이에 관한 논의는 2000년 5월 2일 발행되었으

며 'One number, intelligent call processing system'이라는 제목하의 미국특허 제 6,058,179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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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LKIPV는 지정된 전화번호를 갖는 사업장 또는 집 근처의 지리적 영역을 표시하는 우편 코드와 같은 링

케이지 키이로 변형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우편번호 링케이지 키이는, 소비자에게 특정의 

지리적 영역 내의 업무시설이나 서비스(servic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편 코드에 의해 인덱스되는 업무

시설이나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로 엑세스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LKIPV에서 링케이지 키이로의 변환은 소비자의 

요청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 교통상황이나 날씨와 같은 특정의 지리적 영역 내의 업무시설이나 서비스(servi

ces)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버(이하, '상인 서버(merchant server)'라 칭함)는 소

비자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인 서버의 인터넷 웹 사이트 상의 소비자 브라우저 페이지들로서 

사전-선택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시스템의 일 실시예에서, 상인 서버는 소비자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내

에 디스플레이되는 신청 양식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일부 정보를 수집한다.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의 예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 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다. 소비자에게로 보내지는 양식은 소비자 브라우저로

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상인 서버 상에 위치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직접적으로 전송하는 일반적인 하이퍼 텍스트 마크

업 언어(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양식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양식의 한가지 유형은, 상인 서버의 인

터넷 사이트의 다양한 보안 영역에 엑세스하기 위하여 사용자명(username)과 암호(password)를 제공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채워서 제출하는 등록 양식이 될 수 있다.

상기 양식으로부터의 텍스트 데이터가 상인 서버로 전송된 후에, 상인 서버는 소비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를, 후술된 

몇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인증 스트링(identification string)을 소비자 컴퓨터에 저장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방향 

전환시킨다.

상기 정보 시스템 내부에, LKIPV 또는 링케이지 키이와 같은 유일한 인증 스트링(unique identification string)을 소

비자 컴퓨터 상의 쿠키 데이터 파일(cookie data file) 상에 기록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가 있다. 일 실시예에서, 쿠키 

데이터 파일은 소비자 식별자 스트링(consumer identifier string), 쿠키가 저장된 날짜, 쿠키가 마지막으로 갱신된 

날짜, 및 LKIPV, 바람직하기로는 소비자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저장된 식별자가 이후에 소비자의

완전한 미국 우편 주소로 변환될 수 있는 소비자 주소를 나타내는 인코딩된 DPC 유형의 링케이지 키이가 된다.

ID(예, 전화번호 또는 인코딩된 주소)가 정보 웹 서버에 의해 소비자 컴퓨터 에 기록되었으니까, 식별자를 다양한 정

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상인 서버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상인 서버에는 주민 소득 데이터(median income data), 재산 가치 데이터, 센서스 데이터(census data), 사업

장 및 관공서 위치 데이터, 및 소비자의 장소적 위치에 관련한 기타 다른 데이터들이 제공될 수 있다.

상인 웹 서버를 통과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주민 소득 레벨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기를 정보 시스템에 요청할 수 있

다. 일단 소비자 컴퓨터가 저장된 쿠키 파일을 가지게 되면, 동일한 상인 서버는 소비자 컴퓨터를 정보 시스템 내의 인

터넷 웹 서버로, 언제던지, 임시적으로 방향전환(redirect)시킨다. 소비자 정보는 상인으로부터 인터넷 웹 서버로 건

네진다. 그러면 웹 서버는, 링케이지 키이 또는 예컨데 지리적 위치에 의해 인덱스된 주민 소득 레벨에 엑세스하도록 

미리 결정되어 저장된 링케이지 키이로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LKIPV로서 저장된 식별자를 사용한다. 쿠키 데이터 파

일로부터 저장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주민 소득 레벨이 

결정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한가지 장점은 소비자가 그들의 브라우저를 제 2 상인 서버로 지적하는 경우에 실현된다. 일 실시예에서,

제 2 상인 서버의 오프닝 페이지는 소비자 컴퓨터를 정보 시스템 내의 인터넷 웹 서버로 방향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다음 인터넷 웹 서버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소비자의 식별자를 분별하기 위하여 소비자 컴퓨터 상에 저장

된 쿠키 데이터 파일을 판독한다. 일단 식별자가 읽혀지면, 소비자의 브라우저는 제 2 상인의 오프닝 페이지로 다시 

방향전환된다. 인터넷 웹 서버는 소비자 컴퓨터 상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데이터 소스 중 임의의 것에 

엑세스하는데 검색된 식별자를 이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식별자, 소비자의 지리적인 위치, 소지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소득 등이 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제 2 상인 서버에 그들의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부가적인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2 상인 서버로 검색된 정보가 포와딩된다. 소비자는 제 2 상인 서버의 사이트 상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쿠키 데이터 파일이 소비자의 컴퓨터 상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어를 임시적으로 웹 

서버로 넘겨줌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커니즘은 상인이 각각의 

소비자의 방문 경험을 맞춤제작(customize)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소비자로부터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된 식별자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직접적으

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연결된 소비자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내에서 친구에서 보내는

편지를 타이핑하는 도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오직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고, 그 친구의 주소를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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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의 실시예는 전화번호와 같은 LKIPV와 연관된 스트리트 주소(street address)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이크

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와 같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내부의 애플릿(applet)과 같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다. 소비자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 한 다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찾기(lookup)' 옵션을 선택

한다. 애플릿은 인터넷을 거쳐 정보 시스템의 IP 어드레스(IP address) 및 포트 번호(port number)로 전화번호를 전

송하는데, 전화번호는 LKIPV로서 이용되고 전화번호 및 주소 링케이지 키이의 인덱스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비

교된다. 이 실시에에서는, 주소 링케이지 키이는 주소에 대응하는 USPS DPC가 된다. 만일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발견되면, 대응하는 주소 링케이지 키이는 USPS ZIP+4 및 도시/주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소를 형성

하도록 이용된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주소는 소비자 컴퓨터로 반환되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문서에 삽입된다.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은 HTTP 프로토콜 또는 인터넷 서버로의 엑세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광역 네

트워크로서 사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디스플레이될 높은 잠재력의 수요 상품을 결정하

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스포츠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 웹 사이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마이크로소프트웨어 코포레이션) 또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넷스케이프 코포레이션)와 

같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소비자가 상기 서버에 접속된 이후에, 소비자의 브라우저는 즉시 정보 시스템

내의 웹 서버로 방향전환된다. 웹 서버는 소비자의 컴퓨터 상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쿠키 데이터 파일을 판독하고, 그

리고 쿠키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식별자를 검색한다.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는 다시 상인 서버로 방향전환

하게 된다. 상기 프로세서와 병행하여, 정보 시스템은 검색된 식별자를 LKIPV로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 쿠키 데

이터 파일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전화번호는 소비자가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지리적 영역을 

나타내는 우편 코드 링케이지 키이를 결정하기 위한 LKIPV로서 사용된다. 그런 다음에 우편 코드 링케이지 키이는, 

소비자의 링케이지 키이에 대응하는 크라리타스 마이크로 비젼 지리-인구통계 세그먼트(Claritas' Micro Vision geo

-demographic segment) 번호에 대하여 링케에지 키이 서버로의 독립적인 IP 요청(request)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상기 링케이지 키이 서버는 검색된 마이크로 비젼 세그먼트에 대하여 좋은 스포츠 상품의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상품

프로파일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리고 검색된 마이크로 비젼 세그먼트를 구비한 소비자가 축구, 야구 및 농구 제품을 

구매하는 높은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링케이지 키이 서버는 이러한 정보를 상인 서버로 전

송한다. 방문하고 있는 소비자(browsing consumer)에 대한 검색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용으로 이들 세가지 스포

츠와 관련한 특별 제품 및 기타 관련 항목을 보여주는 맞춤 제작된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차에 있으며 저녁용으로 피자를 주문하기로 결정한다. 이 소비자의 차에는 GPS 

수신기에 링크된 이동 컴퓨터(mobile computer)가 구비되어 있다.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피자 체인 A 다인-인(dine

-in) 레스토랑을 찾기 위하여 피자 체인 A의 웹 사이트에 접속한다. 소비자의 브라우저는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

고 처리된 신호에 기초하여 웹 사이트로 소비자의 현재의 위도 및 경도를 전달하여 준다. 피자 체인 A의 웹 서버는 소

비자 브라우저로부터 위도/경도 좌표를 수신하고, 이를 정보 시스템 내의 맵 서버(Map Server)로 엑세스하기 위한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되는 LKIPV로서 이용한다. 피자 체인 A의 웹 서버는 위도/경도 좌표를 맵 서버로 전송하고, 맵 

서버는 자동차의 위도/경도 좌표와 가장 근접하고 현재 오픈 중인 피자 체인 A 다인-인(dine-in) 레스토랑 사이의 도

로의 지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소비자에게 위도/경도 좌표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1998년 6월 19일에 출원된 '전

화 서비스용 자동 라우팅 및 정보 시스템(Automatic routing and information system for telephone service)'이라

는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 09/100,567호에 개시되어 있다.

맵 서버는 또한 자동차의 위도/경도 좌표로부터 오픈 중인 가장 근접한 피자 체인 A로 도달하기 위한 운행 방향을 생

성한다. 이들 방향은 소비자의 이동 컴퓨터에 전송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도/경도 수치가 링케

이지 키이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1차적으로, 크기 고정된 작은 영역을 가진 위도/경도 윈도우가 생성된다. 

이 윈도우가 장소 데이터베이스의 탐색에 제한을 두도록 이용된다. 윈도우 내에서 위도/경도는 거리 및 맵 서버 데이

터베이스 내의 다른 장소적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 계산을 위하여 이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수의 상인이 진보된 서비스를 그들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소시움에 참여한다. 상인들

은 그들의 서비스 사무국이 될 중앙 웹 서버를 뽑는다. 소비자가 콘소시움의 한 멤버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

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성명, 메일링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와 같은 소비자 특성 정보를 상인 서버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 특성 정보를 포착한 후, 상인 서버는 소비자의 브라우저 세션을 중앙 웹 서버로 방향전환시키고, 소비자 특성 

정보의 일부를 중앙 웹 서버로 건네준다. 중앙 웹 서버는 소비자 컴퓨터로 쿠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원(raw) L

KIPV를 기록하던지 또는 대응하는 링케이지 키이를 결정하고 링케이지 키이를 쿠키의 형태로 소비자 컴퓨터 상에 기

록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그런 다음 브라우저 세션은 주문 프로세스가 완료된 상인 서버로 다시금 방향전

환된다. 이제, 만일 소비자가 콘소시움의 일부인 2번째 상인 서버를 방문하게 되면, 제 2 상인 서버는 중앙 웹 서버에 

의해 소비자 컴퓨터에 이미 기록된 쿠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브라우저를 중앙 웹 서버로 방향전환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쿠키를 이용함으로써, 제 2 상인 서버는 LKIPV를 읽고, 이것을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거나 또는

저장된 쿠키 파일 내에서 링케이지 키이를 직접 읽어오고, 그리고는 소비자의 지리적 영역 내의 주택 중간 가격, 소비

자의 지리적 영역 내의 가구 주민 소득 레벨 및 기타 다른 유형의 링케이지 정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링케이지 키이를 

링케이지 서버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는 제 2 

상인 서버로 전송되고, 그리하여 제 2 상인 웹 페이지의 보다 좋은 방문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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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 경험은 소비자의 결정된 유형에 대하여 개발된 맞춤 페이지, 특별 가격의 제의, 특별한 조건 또는 다른 맞춤 

사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2명의 소비자가 상호 전화 호출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A

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 전송기술(voice over IP)을 통하여 전화건 사람 성명 ID(caller Name ID)를 웹 서버

에 기록한다. 소비자 B가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비자 A로의 IP 호출을 만든다. 소비자 B의 세션 연결 요

청을 받자마자, 소비자 A는 브라우저 세션을 웹 서버로 방향전환 시킨다. 그러면 웹 서버는 소비자 B에 관한 링케이

지 키이를 제공하는 소비자 B의 쿠키를 판독한다. 웹 서버는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성명 데이터베이스로

의 독립적인 IP 네트워크 쿼리(query)를 수행한다. 그런 다음에, 웹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쿼리로부터 소비자 B의 성

명을 소비자 A에게 되돌려 준다. 소비자 A는 성명을 보고는 소비자 B와의 세션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Ⅲ.  시스템 사양(SYSTEM DESCRIPTION)

도 1을 참조하면, 소비자 정보를 함께 링크시키기 위한 시스템(10)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10)은 다수개의 소비자 장

치(14)를 포함한다. 소비자 장치의 예로서 무선 전화기(14A), 방송 시스템(14B), 및 개인용 컴퓨터(14C)가 포함된다.

각각의 소비자 장치(14)는 다른 개인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노드와 통신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개인을 위

하여 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한다. 소비자 장치(14)는 표준 네트워크 패싱 매커니즘에 의해 LKIPV들을 

제공한다. 이들 LKIPV들은 네트워크 ANI, DNIS 및 위도/경도 패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세션 동안의

소비자 멀티-미디어 입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소비자 오픈 프로파일링 표준 데이터베이스(Open Profiling Stand

ard database)(OPS는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화를 가능하도록 하면 반면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안된 

표준이다)로부터 검색되거나, 소비자의 컴퓨터 상에 저장된 URL 특성 쿠키(specific cookie)로부터 검색되거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거나, 메모리 어드레스로부터 읽혀오거나, 또는 현재의 세션 서버에 엑세스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 하드웨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하드웨어의 한 유형은 소비자의 현재 위도 및 경도를 결정하는 GPS 수신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소비자 하드웨어에 

통합된다. LKIPV들은 전화, 팩스, 이동 전화, 양방향 통신을 구비한 텔레비젼, PDA(개인용 디지털 보조장치),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네트워크 소비자 장치에 의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소비자 컴퓨터(14)는 다른 소

비자 장치 및 임의의 다른 네트워크 장치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덧붙여서, 소비자 장치(14)는 통신 당사자들에 의해 

허용된 임의의 엑세스가능한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장치(14)는 공공 네트워크(16)

에 연결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 실시예가 인터넷이고, 여기에서 소비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표준을 통하여 통

신한다.

또한 상인 서버(20)도 공공 네트워크(16)에 연결된다. 상인 서버(20)는 소비자 장치(14)와 통신하고, 그리고 소비자 

장치(14)가 표준 네트워크 패싱 매커니즘에 의해 제공하는 LKIPV들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소비자

장치(14)는 LKIPV들을 다수개의 IP 패킷으로 분할하고, 이들 패킷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내지고 그리고 상인 서버에

서 다시 조합된다.

상인 서버(20)는 소비자 장치(14) 세션을 방향전환시키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임시 제어를 공공 네트워크(16

)에 또한 연결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25)으로 넘겨준다. 소비자 브라우저의 제어를 인터넷 상의 다른 사이트로 방향

전환시키는데 유용한 몇 개의 매커니즘이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브라우저를 정보 시스템(25)으로 방향전

환시키기 위한 방법의 예들은 도 2 및 도 3에서 설명된다. 한 세트의 점포(44-48)에 링크된 제 2 상인 서버(42)도 또

한 도 1에 도시된다.

다수개의 소매 서비스 위치를 가진 상인이 단일 URL 또는 모든 서비스 또는 점포 위치와의 접촉을 위한 다른 단일의 

포인트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상인 은 거리, 각 유닛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유닛의 개점/폐점 상태 등

에 기초하여 어떤 유닛이 고객에게 가장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필요성을 또한 가진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시스템은, LKIPV에 기초하여, 어떤 상인 소매 유닛이 고객 위치에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

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상인에게 서비스 유닛 ID 및 거리, 방향 및/또는 주행 방향과 같은 관련된 유닛 정보를 돌려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정된 최선의 서비스 점포를 알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상인 서버는 그 점포의

서버 또는 웹 사이트에 엑세스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고객에게 점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개별적인 점포 레벨에

서 오직 실시간으로만 유용한 메뉴, 재고품 상태, 서비스/배달 시간 및 다른 유용한 정보 항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25)은 링케이지 키이 어플리케이션 서버(30),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번역 서버(32), 

맵 서버(34), 웹 서버(36), ACD 서버(38), 및 음성 인식 서버(40)를 포함한다.

A. 링케이지 키이 어플리케이션 서버(Linkage Key Applica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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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케이지 키이 어플리케이션 서버(LKAS; 30)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시 스템(25)의 중심에 위치하는 구성요소

이다. LKAS는 어플리케이션, 통신 및 정보 요청 통합기로서 동작한다. 예를 들어, LKAS(30)은 LKIPV들 또는 링케

이지 키이를 수신하고, 그리고 LKIPV들에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이들 값을 로컬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시킨다. 이들 정보 요청은 통상적으로 소비자 장치를 LKAS(30)로 방향전환시키는 상인 서버로부터 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LKAS는 정보 시스템(25)을 구성하는 몇 개의 다른 서버와 통신한다. 물론, 다른 서버들은 상

호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는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LKAS 및 다른 서버들

은 별개의 지리적 영역에 있으며 그리고 공공 네트워크(16)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다. 다른 서버와 통신함으로써,

상기 LKAS는 소비자 장치 쿠키로부터 검색되거나 생성된 링케이지 키이를 정보 시스템(25) 내에 저장된 다른 정보

와 매칭시킬 수 있다.

B.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번역 서버(USPS Address Translation Server)

상기 USPS 주소 번역 서버(32)는 정보 시스템(25)으로 방향전환된 스트리트 또는 메일링 주소 정보를 받는다. 이들 

주소 정보로부터, 상기 서버(32)는 상태 코드(status code), USPS 표준화된 주소 및 USPS DPC 링케이지 키이, 또는

이와 달리 링케이지 키이의 계층적 구성요소들을 반환한다. 상기 USPS DPC 링케이지 키이는 Mailer's Software(sa

n Clemente, CA) 및 기타 다른 것과 같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소로부터 셍성될 수 있다.

C. 맵 서버(Map Server)

상기 맵 서버(36)는 MapQuest.com으로부터의 MapQuest NT Server  ?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이는 지도 및 

여행 방향에 대한 정형화된 요청을 수용한다. 이들 요청은 주소,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한 쌍의 위도 및 경도 극

단에 의해 경계지워지는 지도 윈도우, 점포 배달 다각형을 포함하는 층들이 매핑되도록 하는 요청 형식의 입력 파라

미터 값을 통상적으로 요구한다. 상기 맵 서버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리고 소비자 컴퓨터 요청에 의해 디스

플레이될 수 있는 Graphics Interchange Format(GIF) 파일과 같은 이미지 형태로 지도를 만들어진다. 맵 서버(34)는

또한 2개의 지리적 포인트를 받아서, 2개의 포인트 사이의 운전 방향을 생성하고, 그리고는 이후에 소비자 컴퓨터 요

청에 따른 여러 가지 포맷의 인스트럭션을 제공한다.

D. 웹 서버(Web Server)

상기 웹 서버(36)는 소비자에 의해 제공되는 LKIPV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소비자 장치(14)와 통신한다. 웹 서버(36

)는 LKIPV 및/또는 링케이지 키이를 포함하는 공용 리소스 로케이터(Universal Resource Locator; URL) 불변의 쿠

키 데이터 파일을 소비자 장치(14)에 기록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한다.

소비자 장치(14)에 저장된 쿠키 데이터 파일로부터 LKIPV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웹 서버(36)는 실시간으로 소비자

에 관련된 링케이지 키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그들의 현재의 구현에서, 쿠키 데이터 파일은 이들을 

소비자의 장치에 최초로 기록한 서버에 의해서만 읽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웹 서버로 이 전에 방향전환된 바 있는 임

의의 소비자 장치는 상기 웹 서버와의 나중의 세션 동안에 읽혀질 수 있는 쿠키 데이터 파일을 가질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웹 서버(36)는 방향전환된 소비자 장치(14)에 의해 엑세스된다. 쿠키 데이터 파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방향전환 이후에, LKIPV가 소비자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로부터 생성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소비자가 미

국 우편 서비스 주소를 제공하면, 웹 서버(36)는 웹 서버(36)에 의해 건네진 주소에 기초하여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USPS DPC)를 생성하여 웹 서버로 이를 반환하는 주소 번역 서버(32)로 엑세스한다. 그런 다음으로, 상기 

웹 서버(36)는 DPC 링케이지 키이를 포함한 URL 불변 쿠키를 소비자 장치(14)에 기록한다.

웹 서버(36)는 또한 통신 당사자들에 의해 허용된 임의의 다른 정보를 보내거나 받기 위하여 다른 네트워크 노드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웹 서버(36)는 정보 시스템(25) 내에 수집된 임의의 소

비자 정보를 다시 건네주기 위하여 소비자 장치(14)를 상인 서버(20)로 방향전환시킬 수도 있다.

필요한 정보가 정보 시스템(25)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여지고 난 후에는, 웹 서버는 소비자

장치의 제어를 요청한 상인 서버로 반환한다. 그런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의해 검색된 정보는 요청한 상인 서버로 건

네지고, 그리하여 소비자 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분석이 준비될 수 있다.

E. ACD 서버(ACD Server)

상기 ACD 서버(38)의 주요 기능은 다수개의 제 3자 IVR 풀(3  rd Party Integrated Voice Response Pools) (600) 

및 제 3자 콜 센터(500) 사이의 라우팅 결정 제어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기 ACD 서버(38)는 다양한 제

3 당사자 위치 내부 또는 사이에서의 호출 능력(call capacity) 및 호출 처리 능력(call handling capacities)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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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니터할 능력을 가진다. 노드 (500 및 600)와 관련하여 상기 ACD에 알려진 실시간 정보 및 상기 시스템(25)에

의해 제공된 전화건 사람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ACD는 상인 호출 처리 선호도(merchant call handling preferen

ce)와 관련한 이들 정보를 전화를 건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콜 센터(500) 또는 IVR 풀(600)로 호출을

라우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ACD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주요 공급자는 Geotel 및 Genesys이다. 선호되는 공급

자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Genesys이다.

F. 음성 인식 서버(Voice Recognition Server)

상기 음성 인식 서버(40)는 구두로 행해진 커맨드(spoken command) 및 인스트럭션을 ASCII 텍스트로 번역한다. 예

를 들어서, 음성 인식 서버(40)는 Nuance Corporation(캘리포니아, Menlo Park 소재)에 의해 상용화된 것과 같은 

음성 인식 서버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성 인식 서버는 Nuance IVR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IVR로부터 음성 발성 패킷을 취한다. 음성 인식 서버는 이들 발성(utterance)을 어플리케이션 특성 문법(

application specific grammar)과 비교한다. 이들 문법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사전에 만들어진다. 상기 서

버(40)에 의해 지지되는 3개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 전화번호, 성명 및 주소 인식이다. 전화번호 문법은 0 ~ 

9의 숫자이고 텔레코디아(telecordia) LERG 파일로부터 확인되고, 주소 문법은 USPS ZIP+4 및 시(city)/주(state) 

파일로부터 형성되고, 그리고 성명 문법은 미국 국립 화이트 페이지(US national white page)로부터 추가적인 성명

이 보강된 미국 센서스 사무국의 성(last name) 및 이름(first name) 파일에 대하여 형성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음성 인식 서버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Nuanc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대

화식 음성 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 시스템(600)으로부터 수신한 음성 발성(voice utterance)에 비

교될 수 있는 음성학적 목소리 표현(phonetic vocal representation)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전화번호, 성명

및 주소 문법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구두로 행해진 발성과 음성학적 목소리 표현 사이의 비교 결과가 분석된다. 이 프로세스는 구두로 행해진 

단어 및 단어의 조합의 정확한 인식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확인될 때까지 반복된다. 일단 단어 조합이 알려지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내부에서 LKIPV 또는 링케이지 키이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만일 구두로 행해진 발성이 시스템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장치는 콜 센터(500)와 통신하는 것

과 같이 교환원을 구비한 안내 데스크로 방향전환된다.

덧붙여서, LKIPV 및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는 제 3자 키이 ID 데이터베이스 서버(700)로부터 검색되거나 또는 이것

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적절한 엑세스가 주어지는 경우, 소비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제 3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정보 시스템(25)에 엑세스할 수 있거나 또는 시스템(25)이 제 3자 서

버(700) 상의 링케이지 키이 인덱스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포착된 전화번호, 주소 및 성명은 링케이지 키이를 생성하기 위하여 LKIPV로 

사용된다. 유효하게 확인된 전화번호는 링케이지 키이로 번역될 수 있고, 또는 그 원래의 형태로 링케이지 키이로 사

용될 수 있다. 장래에는, SS7 네트워크가 IP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이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SS7 네트워크는 전화번

호에 의해 현재로는 인덱스되어 있으나 전화번호 청구 조회(phone number billing verification)처럼 선택된 어플리

케이션에 대해 엑세스 가능한 라인 정보 데이터베이스(Line Information Database: LIDB)와 같은 대규모 전화 회사 

데이터베이스로의 엑세스를 제공한다. 한편, 주소의 텍스트형 버전과 같은 LKIPV들은 링케이지 키이로의 번역을 요

구한다. 주소 텍스트는 USPS 주소의 링케이지 키이로의 번역 서버(32)로 넘겨지고, 그리고 주소의 DPC 코드로의 번

역이 반환되고, 이것이 가구(household) 또는 이 보다 더 높은 레벨의 링케이지 키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름 문법(first name grammar) 데이터베이스는 5자리 십진수 코드로 표현되는 약 25,000여개의 유

일한 이름을 포함한다. 덧붙여서, 약 400,000개의 유일한 성(last name)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것은 성(last na

me)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6자리 십진수 ASCII 코드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성명 코드들은 개인 레벨의 링케이지 키

이를 생성하기 위하여 주소 링케이지 키이 또는 전화번호 링케이지 키이의 끝 부분에 성(last name)과 그리고 이름(fi

rst name)으로서 첨부될 수 있다.

Ⅳ. 프로세서 설명(Process Description)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의 실시예들은 인터넷을 거쳐 데이터를 링크시키기 위한 몇 개의 프로세스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라미터 값(LKIPV; Linkage Key Input Parameter Value)들이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라미터 값을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그런 다음, 링케이지 키이는 도 4를 

참조하여 후술될 데이터베이스들과 같은 매우 다양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LKIPV는 소

비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정보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시

예에서, 상기 LKIPV는 이동 컴퓨터 또는 무선 전화에 링크된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GPS 데이터로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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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위도/경도 좌표이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LKIPV는 소비자 컴퓨터 상의 쿠키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고 그리

고 이로부터 검색된다. 이 실시예에서, 정보를 링크시키는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정

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접속된 브라우저로 집어넣을 때 시작한다. 다음의 논의는 '소비자' 및 '상인'에 관한 것일지

라도, 이 시스템은 임의의 2 또는 그 이상의 실체 사이에서 정보를 링크시키는 것으로 확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고

용주와 피고용 인, 학생과 교육자 등이 본 시스템 및 여기에 기술된 정보를 링크시키는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상인의 예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들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전자적 양

식을 채우는 것을 일단 완료하면, 소비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는 상인 컴퓨터로 보내진다. 그러면 상인 컴퓨터는 HTM

L 스트림을 정보 시스템(IS) 웹 서버(36)로 전송하여 IS 웹 서버(36)에 의해 소비자 컴퓨터에 쿠키가 기록될 수 있도

록 하는, 이미지 참조(image reference)를 포함한 HTML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쿠키를 기록하기 전에, 본 시스템

은, 예를 들어, 입력된 주소에 대응하는 DPC 유일한 키이(DPC unique key)를 생성하기 위하여 양식 상에 입력되는 

주소를 주소 번역 서버(32)로 건네준다. 그런 다음에, 유일한 소비자 인증 번호 및 현재의 데이터와 앞서 음성 인식 서

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임의적으로 코딩된 이름과 함께, DPC 키이가 소비자 컴퓨터 상의 불변하는 쿠키에 저장된

다. 그리하여, 이제 소비자 컴퓨터는 IS 웹 서버(36)에 의해 읽혀질 인코딩된 주소 링케이지 키이를 가진 쿠키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달리, 소비자가 상기 양식을 받기를 요청하면, 상기 양식이 실제로 IS 웹 서버(36)로부터 소비자로 보내질 수 있

도록 상인 컴퓨터가 즉시로 소비자를 IS 웹 서버(36)로 방향전환시킬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자에 의해 데이터

가 양식에 일단 입력되면, IS 웹 서버(36)는 소비자의 컴퓨터에 필요한 LKIPV 및/또는 링케이지 키이를 기록하고, 그

리고난 이후에 소비자의 브라우저를 다시 상인 서버를 향하도록 방향전환시킨다.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를 상인 서버(20)에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14C)와 

같은 소비자 장치 상에 작업하고 있는 소비자가 사인 서버로부터의 인터넷 페이지를 요청한다. 이 요청은 소비자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상인 서버(20)의 공용 리소스 로케이터(URL)로 포인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면 디폴트 

페이지(50), 통상의 경우 'index.htm'이 소비자 컴퓨터(14C)로 전송된다.

디폴트 페이지(50) 내에는 IS 웹 서버(36) 상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55)에 대한 참조가 있으며, 그리하여 이것이 디폴

트 페이지(50) 내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소비자 컴퓨터 상의 브라우저가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디폴트 페이지(50

)를 받기 때문에, 이는 이미지 파일의 참조로 떠오른다. 브라우저는 웹 서버(36)와의 연결을 열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

된 이미지를 검색하고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 전송을 제공하기 위한 HTML 스크립트의 일 실시예는 다

음과 같다.

<html>

<head>

<title>cookie baking via image</title>

</head>

<body bgcolor='#ffffff'>

<div align='center'>

<img src='http://192.168.3.22/cgi-bin/cookie'>

</div>

</body>

</html>

브라우저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58)로부터의 이미지 파일(55)을 위하여 웹 서버로 요청을 만드는 동안, 이미지 요청

프로세싱 모듈(image request processing module; 60)이 초기화된다. 이미지 요청 프로세싱 모듈(60)은 이미지 파

일을 요청한 쿠키 데이터 파일을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쿠키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기 위

한 인스트럭션 세트를 포함하고 있다. 쿠키를 교환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CGI/펄 스크립트(CGI/Perl sc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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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의 일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bin/perl

$Image='nocookie.gif';

if ($ENV('HTTP_COOKIE') =~ /Cookie=Test/)

{

$Image='gotocookie.gif';

}

if (open(INFILE, $Image))

{

print 'Content-type: image/gif\n';

if ($ENV('HTTP_COOKIE') =~ /Cookie=Test/)

{

print '\n';

}

else

{

print 'Set-Cookie: Cookie=Test\n\n';

}

while ($line = <INFILE>)

{

print '$line';

}

close (INFILE);

else

{

print 'Content-type: text/plain\n\n';

print 'Could not open image file [$Image]\n';

}

그리하여, 이미지 요청 프로세싱 모듈은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그 자신의 불변하는 쿠키 데이터 파일들 중 하나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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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기를 시도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는 그 자신의 쿠키 데이터 파일 중 하나만을 읽는다. 다른 서버들은 

그들 자신이 기록하지 않은 쿠키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없다.

본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상인 서버는 그들의 디폴트 페이지 내의 이미지 참조 URL 내에 서로 다른 파라

미터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요청되는 이미지에 따라, IS 웹 서버는 그들의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상인을 식별한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각각의 상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 각각의 상인들은 그들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에 대해 다른 유형의 정보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 요청 프로세싱 모듈은 1차적으로 그들의 이미지가 요청된 상인을 식별하고, 그리고는 요구되는 소비자 데이터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일부 상인은 소비자의 집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레벨에 대해 알기를 원할 수 있는 반

면에, 다른 상인들은 소비자가 물(water) 근처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할 수 있다.

상인의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전화번호 또는 인코딩된 주소 등과 같은 LKIPV

가 쿠키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된다. 따라서, 상인이 원하는 정보는 쿠키 데이터 파일로부터 예를 들어 인코딩된 소비

자 집 주소에 대한 LKIPV를 수집함으로써 결정된다. 그리고는 이 LKIPV는 직접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링케이지 키

이로 번역되고 그리고는 주민 소득 레벨 및 지리적 위치의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위하여 링케이지 키이 프로세싱 모듈

(65)을 통하여 링케이지 키이 어플리케이션 서버(30)로 보내진다.

이러한 데이터 참조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브라우저가 제 3 자의 URL로 연결되었던 사실 또는 사용자가 그들의 브라

우저에서 쿠키 통지로 향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시스템으로부터 쿠키가 읽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서 이 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미지 요청 프로세싱 모듈은 쿠키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쿠키 데

이터 파일 내에 저장된 임의의 LKIPV들 또는 링케이지 키이들을 검색할 수 있다.

원하는 데이터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소비자 브라우저는 페이지 내에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받게 된다. 이 이미

지는 상인 서버로부터의 사전 결정된 이미지일수 있고, 또는 소비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페이지 상의 가상적으로 발

견되지 않은 오직 하나의 픽셀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쿠키 데어 파일 내의 '마지막 엑세스 날짜(last access date)' 

또는 기타 다른 정보는 가장 최근의 엑세스를 반영하기 위하여 웹 서버에 의해 업데이트된다. 그리하여, 소비자는 그

들의 브라우저에 의해 요청되었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런 다음에, 쿠키 데이터 파일로부터 유도된 링케이지 키이로써 링케이지 서버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에 대

해 원하였던 정보가 상인 서버(20)에 제공된다. 상인 서버는 그런 다음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주민 소득 레벨 지역

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찾아진 소비자에게 고가 제품의 광고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상인 서버가 여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결정하기 위하여, 웹 서버로부터 이미지가 요청되는 때에, 상인은 요

청(request)에 대한 유일한 트랜잭션 식별 스트링(unique transaction identification string)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파

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상기 스트링이 웹 서버에 의해 저장되고, 그리고는 요청된 데이터가 결정

되었을 때 상인 서버로 다시 되돌려 보내진다. 이는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도 수백 또는 수천의 소비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인 서버에 소비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67)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소비자 컴퓨터(14C)가 상인 서버(20)에 연결된다. 소비자 컴퓨터가 상인 서버와 연결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도/경도 스트링과 같은 식별자 스트링(identifier string)이 상인 서버(20)로 보내지게 된다. 식별자 스트링은 

예컨대 소비자 컴퓨터(14C)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의해 채워지는 양식(form)의 일부로서 보내진다. 상인 서버(20)가 

식별자 스트링을 일단 받게 되면, 응답페이지(69)가 소비자 컴퓨터(14C)로 보내진다.

응답 페이지(69) 내에 포함되는 것은 웹 서버(36) 상의 이미지 또는 파일에 대한 참조(71)이다. 상기 참조(71)는 웹 

서버(36) 내부의 한 세트의 참조(73)로의 공용 리소스 로케이터(URL)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참조(73)

들은 소비자 컴퓨터(14C)에 쿠키 데이터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쿠키 생성 모듈(75)에 링크된

다. 이들 인스트럭션들은 예를 들어서, 당업자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 바 있는 CGI 또는 펄(Perl) 스크립트

로 기록될 수 있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쿠키 생성 모듈(75)은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되는 쿠키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되는 LKIPV를 결정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유일한 식별 코드로 번역하기 위하여

, 쿠키 생성 모듈(75)은 USPS 번역 서버(32)에 링크될 수 있다. 덧붙여서, LKIPV는 상인 서버로 보내진 식별자 스트

링으로부터 수집된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소비자 컴퓨터(14C)는 제 2 상인 서버(42)로부터 페이 지를 요청한다. 상기 상인 서버(42)도 

소비자 컴퓨터(14C)에게 요청된 페이지(77)를 돌려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페이지(77)는 IS 웹 서버(36) 내의 

쿠키 프로세싱 모듈(81)을 지시하는 참조(79)를 포함한다. 상기 상인 서버(42)는 소비자에 대해 생성된 소비자 식별

자 스트링을 쿠키 프로세싱 모듈(81)로 보낸다. 소비자 식별자 스트링은 상기 페이지(77)를 요청하였던 소비자 컴퓨

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상인 서버(42)에 의해 사용되는 유일한 식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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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버(42)에 엑세스하는 각 소비자 컴퓨터에는 상기 상인 서버와의 각각의 새로운 세션 동안에 새로운 소비자 식별

자가 할당될 것이다.

상기 참조(79)가 IS 웹 서버(36)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비자 브라우저는 자동적으로 IS 웹 서버로 지향된다. IS 웹 서

버가 소비자 컴퓨터와 일단 세션을 시작하면, 소비자 컴퓨터(14C)에 미리 저장된 쿠키 데이터 파일(76)이 읽혀질 수 

있다. 쿠키 프로세싱 모듈(81) 내의 인스트럭션은 쿠키 데이터 파일(76)로부터의 LKIPV와 같은 식별자 스트링을 검

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상기 웹 서버(36) 내의 장소 키이 프로세싱 모듈(85)로 반환한다. 장소 키이 프로세싱 

모듈(85) 내에는 소비자 식별자와 쿠키 식별자 스트링을 함께 링크시키기 위한 인스트럭션이 있다. 쿠키 식별자 스트

링 내의 정보는 쿠키 데이터 파일(76) 내부에 사전에 저장된 LKIPV를 포함한다. 그런 다음 이 값은 상기 상인 서버(4

2)로의 소비자 데이터를 조사하고 검색하기 위한 LKAS(30)로의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LKAS(30)로부터 일단 소비자 데이터가 검색되게 되면, 이것은 소비자 식별자와 함께 링케이지 키이 프로세싱 모듈(

85)로부터 상기 상인 서버(42)로 보내진다. 상기 상인 서버(42)가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사용된 소비자 식별자

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상기 상인 서버(42)는 링케이지 키이 프로세싱 모듈(85)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로써 특정의 소

비자의 세션을 링크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기 상인 서버(42)는 소비자 컴퓨터(14C)와 관련된 소비자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실예에서, 쿠키 식별자 스트링은 소지자 컴퓨터(14C)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그 전

화번호는, LKAS로 링크함에 의해, 전화번호를 LKAS와 비교함으로써 전화번호에 의해 서비스되는 인근의 소득 레벨

을 결정하는 장소 키이 프로세싱 모듈로 보내진다. 검색된 전화번호와 관련된 인근의 소득 수준이 결정되면, 이것은 

상기 상인 서버(42)에 소비자 식별자 스트링과 함께 제공되고, 그리하여 상기 상인 서버(42)는 그들의 사이트를 방문

한 소비자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인 서버(42)를 방문하는 동안에 상기 상인 

서버(42)는 보다 높은 가격 또는 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A.  링케이지 키이를 이용한 가상 데이터베이스(Virtual Database)의 설명

도 4는 쿠키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거의 제한되지 않는 양의 소비자 데이터와 링크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에게는, 그들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

용가능한 매우 제한된 양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나, 도 4는 중간 링(103)에 도시된 대응하는 링케이지 키이 번역 인

덱스(translation indices)를 구비한 외부 데이터 베이스 링(101)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도시하

고 있다. 3가지 데이터베이스 유형(106, 108 및 110, 그리고 112 및 114)은 번역 인덱스를 불필요하게 하는 링케이

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번역 인덱스를 가지지 않는다. 설명하자면, 링케이지 키이로 인덱스된 

데이터베이스는 링케이지 키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엑세스가능하거나 또는 링케이지 키이 번역 인덱스를 통하여 간

접적으로 엑세스가능한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로 정의된다.

도 4를 참조하여, 링케이지 키이 링케이지 기술을 이용한 기능적 흐름이 설명될 것이다. 쿠키 데이터 파일로부터의 IP

어드레스, e-메일 어드레스 또는 10자리 전화 전호, 또는 스트리트 주소와 같은 소비자의 식별자가 갱신(updating), 

확인(validating), 분류(classifying), 표준화(standizing) 및 스크리닝(sreening)을 위한 프로세스로 건네지고, 이 프

로세스는 하나의 실시예에서 식별자(100)에 의해 인덱스된 소비자 식별자 데이터베이스 세트를 이용한다. 결과적으

로 처리된 식별자는 식별자를 링케이지 키이 번역 테이블로 엑세스하거나 또는 링케이지 키이(104)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사용된다. 그런 다음, USPS DPC 실시예를 이용한 링케이지 키이(104)는 번역 인덱스를 요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예컨대, 106, 108 및 110, 그리고 112 및 114)로의 직접적인 엑세스에 이용된다. 이와 달리, 번역 인덱

스를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예컨대, 118, 122, 126, 130, 134)를 엑세스하기 위한 2차 인덱스(예컨대, 인덱스(128)

로부터의 선거구 ID)를 검색하기 위하여 링케이지 키이가 번역 인덱스에 의해 이용된다. 그런 다음 결과적인 데이터

베이스 정보 및 소비자의 식별자는 상인 및 제 3 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소비자의식별자가 

링케이지 키이인 경우에는, 프로세스(100 및 102)가 필요치 않다. 링케이지 키이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시된 번역 색

의 일부는 필요 조건이 아니며, 그리고 도시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도 다른 링케이지 키이 실시예를 이용하여 엑세스

될 수 없을 것이다.

링케이지 키이 번역 프로세스(102)로의 소비자 식별자는 앞서 상술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식별자로 인덱스된 데이

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합병(merge), 추가(append), 및/또는 링크(link) 프로세스에 의해 링케이지 키

이로 인덱스된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될 수 있다.

도 4는 소비자의 식별자로 시작하는 일방향(one-way) 링케이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링케이지 키이 기술이, 쿠키 데이터 파일 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식별자로 시작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유용한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GPS 수신기를 구비한 무선 전화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소비자의 위도/경도 위치에 관련한 식별자 및 링케이지 키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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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성요소, 소스, 링케이지 키이 코딩,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에 대한 각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특성은 다음 섹

션에서 보다 상술될 것이다.

a.  식별자로 인덱스된 식별자 데이터베이스(100, 도 4)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식별자는 전화번호이다. 이 

실시예에서, 식별자 데이터베이스는 전화번호에 의해 인덱스된 전화번호 식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실시예는 전

화번호 변경, 조회 및 분류 데이터베이스; 소비자 특성 소비자 데이터베이스(consumer specific consumer database

); 및 네거티브 또는 인버스 리스트를 포함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바람직하기로 매달 갱신되고, 그리고는 그 달의

주어진 날짜에 동기화된다. 한 달의 15일이 바람직한 날짜이나, 임의의 날짜가 선택될 수도 있다.

전화번호 변경, 조회, 및 분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소스는 텔레코디아(Telelcordia)이다. 그들은 가장 포괄적인 로

컬 교환 라우팅 가이드(Local Exchange Routing Guide: LERG) 파일 및 그 파생물을 구비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다양한 파일을 발간한다. 텔레코디아는 월 단위로 파일을 내놓는다. NPANXXs 변경이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날

짜가 상기 파일에 제공된다. 상기 파일은 다음 달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을 조정하도록 매달 갱신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도면부호 (100)으로 지시된 식별자에 의해 인덱스된 식별자 데이터베이스는 몇 개의 파일, 리스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와 관련된 실시예는 NPANXX 스프리트 파일(split file), LERGG 파일, Pamp;H 

좌표 파일, 전화번호 회사 LID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거티브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프로세스는 블록(100)의 상세 확대에서 고려된다(도 4).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식별자 실시

예에서 이용될 수 있다.

b.  식별자의 링케이지 키이로의 번역 프로세스/테이블(102, 도 4)

번역 테이블/프로세스의 완전성, 최신성, 및 정확성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효율과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화

번호를 DPC로 번역하는 실시예에서, 가장 완전하고, 최신이며, 그리고 정확한 번역의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 여, 테이블/프로세스는 크로스 체킹을 위하여 여러 개의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서, 일 실시예

에서 테이블/프로세스가 조절된 전화망에서 조절되는 가입자와 조절되지 않은 가입자 쌍방에 의해 사용되도록 설계

되기 때문에, 어떤 번역 데이터도 네트워크 정보가 제공된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전화번호 대 DPC 마스터 테이블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4개의 별도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들 프로세스는 다음

과 같다.

1. 데이터 제공자가 마스터 테이블 확인 레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2. 데이터 제공자에 의해 공급된 확인 레코드로부터 마스터 테이블 갱신 레코드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3. 마스터 테이블 갱신 프레프로세스(Master Table Update Preprocess)

4. 마스터 테이블 갱신 프로세스(Master Table Update Process)

이들 마스터 테이블 형성 및 유지 프로세스는 본 출원인의 특허로서 'One Number Intelligent Call Processing Syst

em'의 제목하의 미국 특허 제 5,901,214호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는 이 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다

른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USPS 주소가 주소 표준화 및 코딩 프로세스에 의해 DPC 코드로 변환된다.

c.  장소 키이(Spatial Key; 104, 도 4)

하나의 바람직한 장소 키이는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링크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USPS DPC이다.

d.  장소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USPS 주소 데이터베이스(106, 도 4)

DPC 링케이지 키이로부터 USPS CASS 공인 주소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2개의 USPS 데이터베이스; 도시/주 파일(

City State file) 및 ZIP+4 주소 코딩 가이드가 있다.

각 5자리의 우편 코드(Zip Code)에 대하여 하나의 도시/주의 상세 레코드가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유일한 ZIP+4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ZIP+4 주소 코딩 가이드가 있다. 상기 ZIP+4 주소 코딩 가이드는 단일의 ZIP+4와 관련

된 2차 주소 범위의 다수개의 세트가 있는 경우에 다수개의 레코드를 포함한다.



공개특허 특2003-0040220

- 17 -

e.  DUNS 번호를 포함하는 장소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사업장 및 관공서 위치 데이터베이스(108, 도 4)

바람직한 사업장 및 관공서 위치 파일(108)은 DUNS 파일이다. 천만개 이상의 레코드 파일은 사업 또는 관공서 명칭

과 그리고 물리적 주소와 우편 주소를, 만일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각각의 주소는 DPC 코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처리되어 1자리의 체크 자리를 구비한 11자리 우편 코드(11-digit ZIP code)기 할당된다. 이것

이 링케이지 키이가 되고 그리고 이 키이에 대해 파일 인덱스가 생성된다.

상기 파일에서 링케이지 키이를 찾고, 그리고 위치의 DUNS 번호, 및 만일 위치가 보다 상위 레벨의 회사 조직에 의해

소유된다면 그것의 상위 DUNS 번호(parent's DUNS number)를 포함한 링케이지 키이와 연관된 위치 레코드를 검

색하는 것이 지금의 기본 프로세스이다.

f.  DUNS 번호에 의해 인덱스되는 사업 데이터베이스(110, 도 4)

그리고는 전술한 부분(데이터베이스 108)에서 검색된 DUNS 번호는 회사의 임직원의 성명과 신용 이력 정보를 얻기 

위하여 DUNS 회사 데이터베이스(110)를 엑세스하는데 이용된다.

g.  개인의 성명 및 ID를 포함한 장소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가구 데이터베이스(112, 도 4)

바람직한 가구 데이터베이스(household database; 112)는 ACXIOM의 OMNIBASE 데이터베이스이다. 1억개 이상

의 레코드를 가진 이 데이터베이스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링케이지 키이로 코딩되고 인덱스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가구 레코드에 대해 가장의 이름, 가장의 생일, 추정 가구 소득 등과 같은 많은 가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것은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구와 연관된 2억 6천 5백만 명의 개인으로 링크한다. 각각의 개인의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는 생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OMNIBASE 데이터베이스에서 링케이지 키이를 찾고 그리고 관련된 가구 및 개인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세스이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계층적 링케이지 키이 검색에 전도성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최근접 이웃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엑세스되며 예컨대 카탈로그 회사인 Abacus 및 보험회사인 Equifax와 같은 회사에 의해 유지

되는 소비자 가구 소비(consumption) 및 기만행위(fraud)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h.  개인 ID에 의해 인덱스되는 개인 데이터베이스(114, 도 4)

사회보장번호로 인덱스되는 3개의 주요 개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TRW, Equifax, 및 TransUnion(TU)이 그것이

다. 이 중에서 TU 데이터베이스가 바람직하다. 전술한 부분(데이터베이스 112)에서 개인의 사회보장번호가 일단 검

색되면, 상기 TU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회보장번호와 관련된 신용 데이터 및 공적인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이다.

R.L. Polk과 같은 상업적 벤쳐 및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의 면허 번호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들의 운전면허 데이터베

이스로의 엑세스를 제공한다. 다시, 전술한 데이터베이스(112)로부터 운전면허 번호가 일단 검색되면, 이 데이터로 

엑세스하는 것은 기본 프로세스이다. 이 데이터는 운전 경력, 그리고 일부 경우에 차량 등록 데이터로의 링케이지를 

포함한다.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자동차 메이커 및 모델이 상기 차량 등록 데이터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i.  링케이지 키이 대(對) 지번(Linkage Key to Parcel Number) (116, 도 4)

링케이지 키이 대 지번(地番; 토지 번호; Parcel Number) 번역 인덱스(Linkage Key to Parcel Number Translation

Index: 116)가 DATAQUICK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산 주소, 소유자 주소, 및 지번을 추출함으로써 ACXIOM에 의해

생성된다. 상기 지번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명명 및/또는 재산세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 정부 단체

의 FIPS 코드 + 지역적으로 할당된 지번(parcel number)이다. 주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링케이지 키이가 될 수 있으

며, 그리고 지번 번역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필드를 갖추며 생성되고 링케이지 키 이에 의해 인덱스된다:

링케이지 키이

지번(지방 정부 코드 + 지역적 지번)

장소 키이 타입 코드(O=소유자(Owner) 또는 P=토지 구획(Par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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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키이를 이 번역 데이터베이스로 인덱스시키고 장소 키이와 연관된 모든 지번을 검색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세스

이다.

j.  지번에 의해 인덱스된 재산 데이터베이스(Property Database indexed by Parcel Number) (118, 도 4)

ACXIOM DATAQUICK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인덱스(116)로부터 검색된 지번(地番; 토지 번호; Parcel Number)에 

기초하여 지번에 의해 인덱스된다. 소유자, 담보권, 저당권 원리합계, 저당권자, 구매 날짜와 같은 정보가 소유자의 세

금 주소에 연관된 개별적인 땅 또는 모든 땅에 대해 이용가능하다.

k.  링케이지 키이 대 위도 및 경도 (Linkage Key to Latitude and Longitude) (120, 도 4)

위도 및 경도 데이터베이스(120)로의 바람직한 링케이지 키이는 GDT ZIP+4 대 위도 및 경도 파일이다. 위도 및 경

도는 백만 분의 1도 단위의 NAD83 형태로 제공된다. 각각의 레코드는 또한 USPS ZIP+4 유형 및 위도 및 경도가 ZI

P+4 도심(centroid), ZIP+2 도심, 또는 ZIP 도심으로 할당되는 정밀도를 포함한다. 대략적으로 2천8백만 개의 스트

리트, 상점 및 고층건물의 ZIP+4들이 있으며, 이들은 Geographic Data Technology, Inc.(GDT)에 의해 만들어지고 

DYNAMAP.RTM.으로 불리 우는 강화된 TIGER 파일에 대해 매칭시킴으로써 그들의 ZIP+4 도심으로 위도 및 경도 

코딩된 것이다. 이 파일은 ZIP+4에 의해 인덱스되고 그리고 파일 상에서 ZIP+4를 찾고 그리고 ZIP+4에 관련된 위

도 및 경도를 검색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세스이다.

GDT는 또한 ZIP+6 또는 DPC 대(對) 위도 및 경도 파일을 제공한다. 이는 매우 정확한 번역 파일이고 그리고 키이의

크기를 9자리로부터 11자리로 변화시키는 것 이외의 어떠한 수정도 없이 본 시스템 내로 통합될 수 있다.

l.  위도 및 경도 쿼드트리에 의해 인덱스되는 장소 데이터베이스(Spatial Database indexed by Latitude and Longit

ude Quadtree) (122, 도 4)

많은 상이한 소스로부터 이용가능한 많은 유형의 장소 데이터베이스(122)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0-D, 1-

D 및 2-D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다. 이들 0-D, 1-D 및 2-D 용어는 차원의 수에 대응한다. 즉, 0차원 데이터베이스

는 2 또는 그 이상의 스트리트 세그먼트가 교차하는 곳인 위도 및 경도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들을 포함한다. 1차원 데

이터베이스는, 하나의 교차점을 다음 교차점으로 연결하는 스트리트 세그먼트와 같이, 2개의 위도 및 경도 포인트가 

직선 라인에 의해 연결되는 예와 같은 라인 세그먼트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리고 2차원 데이터베이스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포인트 위도 및 경도 다각형 경계에 의해 규정되는 센서스 블록과 같은 다각형 또는 원에 의해 규정되는 영

역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 GIS 또는 장소 네트워크(Spatial Network)의 일반적 정의는 관련된 0-D, 1-D 및 2-D 데 

이터베이스를 함께 링크시키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GIS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스트리트 링크가 시작 스트리트 

링크에 연결되는지, 다른 어떤 링크 또는 포인트가 그 링크를 가로지르는지, 그리고 링크가 어떤 영역을 접하거나 가

로지르는지를 알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장소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지 않고, 그리고 3개의 

구성요소 즉, 장소 데이터, 장소 네트워크, 및 장소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강점과 약점을 구비하며 서로 다른 독자적인 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설계가 많이 존재한다.

불행하게도, 장소 데이터는 하나의 네트워크 설계로부터 다른 것으로 약간의 왜곡도 없이 항상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응용분야)에 대하여 '최선'인 장소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스러운 것은, API 관점으로부터, 거의 모든 장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입력으로 정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

-D, 1-D 및 2-D 위도 및 경도를 수용하고, 호출 프로그램에 의해 용이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결과를 반환한다. 예를 들

어서, 운전 가능한 스트리트 방향 지시 및 지도의 영역에서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분야에 전문적인 ETAC로부

터 바람직한 장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ETAC는 일방통행로 및 좌회전 또는 우회

전의 제한이 없는 스트리트를 구별하면서, 스트리트를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TIGER 파일을 강화시켰다. ETAC의 

스트리트 정보, 네트워크 설계 및 API는 일차적으로 텍스트 형태의 주 행 지시 또는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되는 다양

한 해상도의 스트리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ETAC를 운전가능한 방향 지시와 스트리트 맵을 제

공하는 것과 관련한 GIS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확실한 공급자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플랫포움이 지원되도록 처리하는 일반적인 장소 데이터베이스 및 장소 데이터베이스 조작의 관점에서 보면, 캘

리포니아주 레드랜드(Redland) 소재의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Inc.(ESRI.RTM.)는 그것의 AR

CINFO 제품에 필적할 만한 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 GDT와 같은 많은 장소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장소 데

이터를 ARCINFO 포맷으로 뿐만 아니라 SMI 및 MapInfo를 지원하기 위한 포맷으로 제공한다.

전문화된 많은 장소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Vista Environmental은 지하 저장 탱크 위치, 위험

폐기물 소각 위치, 위험 물질 저장 장소 및 위험 물질 임시 집적소 영역을 위한 0-D 및 2-D 환경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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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센터, 예금을 가진 금융기관, 유형별 레스토랑, ATM, 드롭 박스, 소화전, 기상대, 교통 공표 영역, 범람원, 지진 

단층선, 전력선 등의 장소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다른 장소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도 있다.

현재로 이들 모든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는 위도 및 경도 한정과, 정보 요청, 및 반환되는 정보 포맷 요청을 GIS 

API로 건네줌으로써 엑세스 가능하다.

m.  링케이지 키이 대 FIPS 코드(124, 도 4)

바람직한 링케이지 키이 대 FIPS 코드(센서스 블록) 데이터베이스(124)는 GDT ZIP+4 대 1990 센서스 블록 파일이

다. 이 파일은 분기마다 현재 상태로 업데 이트된다. ZIP+4는 매월 변경될 수 있으나, 반면에 센서스 블록은 오직 10

년 마다의 센서스와 함께 변화된다.

이 파일은 ZIP+4에 의해 인덱스되고, 파일 상에서 ZIP+4를 찾아 ZIP+4와 연관된 센서스 블록을 검색하는 것은 간

단한 프로세스이다. 매우 작은 퍼센트의 경우로, 하나의 ZIP+4와 연관되어 2개 또는 그 이상의 센서스 블록이 존재할

수 있다.

n.  FIPS 코드에 의해 인덱스된 센서스 지리 데이터베이스(126, 도 4)

센서스 지리 데이터베이스(126)에 관하여, 4개의 다른 유형, 즉 가장 최근 센서스 데이터, 갱신 및 예측, 지리 인구학

적 통계 시스템(geodemographic system), 및 센서스 지리학에 의해 보고된 다른 데이터가 있다.

가장 최근(예컨대 1990년) 센서스로서 작은 지리적 영역 데이터에 대한 바람직한 소스는 U.S. 센서스 사무국이다. 그

들은 요약 테이프 파일(Summary Table File; STF)로 불리우는 2세트의 작은 영역 데이터 파일을 발간한다. 이들 파

일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STF1으로 발간되는 100% 카운트 데이터와, 그리고 STF3로 발간되는 샘플 데

이터가 있다. STF1 데이터는 6백3십만 각각의 센서스 블록 및 보다 상위 레벨의 지리에 유용하다. 각각의 지리 레코

드는, 인종별 및 연령별 인구수 및 재산 가액별 가구수 등의 수백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다. STF3 파일은 2

2만 3천 센서스 블록 그룹들 및 보다 상위 레벨의 지리에 대해 발간된다. 각각의 지리 레코드는, 평균 가구 소득이나 

연령별 및 수입별 가장의 수 등의 부가적인 수백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다.

갱신 및 예측에 관하여, 동등한 명성을 가진 2개의 주요 공급자, 즉 Claritas와 그리고 Equifax National Decision Sy

stems가 있다. 이들 공급자는 최근에 합병하였고, 인구, 가구, 연령별 인구, 소득별 가구, 소득별 가장 연령 및 블록 그

룹 지리 및 그 이상에 대한 다른 데이터에 대하여 당해 년도 예측과 5년 추정치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여, Claritas와 그리고 Equifax National Decision Systems 양자는 지리 인구통계학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리 인구통계학적 시스템은 각각의 지리적 영역이 지리적 유닛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하나의 

코드로 분류되는 분류 시스템이다. 지리 인구통계학적 시스템에는 통상적으로 40 내지 100개의 유일한 순차적 숫자 

코드가 있다. 이들 시스템은 초기에는 센서스 지리에 대해서만 유용하였으나, 지금은 센서스 지리(census geograph

y) 뿐만 아니라 우편 지리(postal geography) 및 가구 레벨에 대해서도 유용하다. 본 시스템의 가치는 개별적인 회사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및 Simmons, National Panel Data(NPD) 및 Mediagraphic Research Institute(MRI)와 같은 

공급자로부터 50,000 정도의 많은 패널 멤버를 포함한 기업합동(syndicated)의 패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및 패널 멤버 주소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지리 인구통계학적 코드가 할당된다. 이들 소비자 또는 패널 멤버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문의한다. 이들 패널 데이터베이스는 지리 인구통계학적 코드와, 

그리고 지리 인구통계학적 코드별 구매율을 갖춘 수천 개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지리 인구통계학적 소비 성향 테

이블을 생성하는 제품에 의해 테이블화 된다. 이 데이터 는 센서스 지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FIPS 코드를 찾고, 그리

고 지리 인구통계학적 코드를 검색함에 의해 실제적으로 엑세스할 수 있다. 그러면 지리 인구통계학적 소비 성향 테

이블에서 지리 인구통계학적 코드를 찾음으로써, 원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성향이 검색되거나 또는 계산

될 수 있다.

연방 은행 보험 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FDIC)와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특수한 데이

터베이스가 있다. FDIC는 FDIC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기관에게 연령별, 인종별, 대부 총액별, 대부 상태 및 신청자 

재산의 센서스 트랙트별로 주택 저당 대부를 위한 모든 신청을 보고하기를 요청한다. FDIC는 이들 데이터를 분기별

로 전자적 양식으로 발간한다. 이 데이터는 센서스 트랙트별로 테이블화되고 그리고 Claritas and Equifax와 같은 회

사들에 의해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모든 데이터들은 센서스 지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FIPS 코드를 찾고 그리고 원하는 종속 데이터를 검

색함으로써 용이하게 엑세스할 수 있다.

o.  링케이지 키이 대 다른 ID(128,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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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지리 코드와 그리고 위도 및 경도에 덧붙여서, TIGER 파일도 또한 각각의 스트리트 링크에 대한 선거구 코드 

및 학교구역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ZIP+4 대(對; to) 센서스 블록 파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GDT 등에 의해 사용된 것

과 동일한 프로세스가 또한 예컨대 ZIP+4 대 선거구 파일 및 ZIP+4 대 학교구역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들 파일은 수요 부족으로 이전에는 만들어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GDT로부터 ZIP+4 대 선거구 파일이 

만들어져 나올 것이다. 이 파일을 ZIP+4에 의해 인덱싱함으로써, 파일 상에 ZIP+4를 찾고 그리고 ZIP+4와 연관된 

선거구를 검색하는 것이 간단한 프로세스가 된다.

p.  선거구 ID에 의해 인덱스된 선거구와 같은 다른 지리 데이터베이스 (130, 도 4)

정당별 및 선거구별 등록 선거권자의 수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통계적 요약 파일이 있다. 예를 들어, 총선

이 가까워짐에 따라, 양당 및 통신사들은 다양한 쟁점 및 후보자들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알기 원한다. 800 또는 900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자 또는 웹 사이트 투표자들이 투표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테이블화되고 그리고 국가 레벨의 예

측 및 정당별 투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자의 행정구역에 종속된 데이터가 참조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q.  링케이지 키이 대 위치 ID(DNIS 종속 소비자 테이블)(132, 도 4)

이 번역 테이블은 소비자 테이블(132)로 불리우고 그리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시쥬어는 본 출원인의 미국 특허 

제 5,506,897호, '전화 서비스를 위한 자동 라우팅 시스템(Automatic Routing System for Telephonic Service)'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의의 크기와 형상의 지리적 영역으로서 정의되는 서비스 위치의 서비스 

영역 내부에 공간적으로 놓여 있는 각각의 ZIP+4에 대하여 소비자 테이블 레코드가 생성된다. 이 프로세스는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반복되고 그리고 결과적인 파일은 소비자 테이블을 생성하는 ZIP+4에 의해 소팅되고 인덱스

된다. 소비자 테이블은 서비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하여 ZIP+4에 의해 인덱스될 수 있다. DNIS에 의해 식별되는 소비

자 마다 하나의 소비자 테이블 이 있다.

r.  위치 ID에 의해 인덱스된 임의의 크기 또는 형상의 서비스 영역을 갖춘 소비자 위치 데이터베이스(134, 도 4)

위치(location) ID에 의해 인덱스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 당 하나의 레코드' 데이터베이스(134)들이 있다. 그들은

성명, 주소, 위도/경도, 서비스 영역 유형 및 위도/경도 한계, 전화 번호, 팩스 번호, e-메일 어드레스, 개장일 및 시간,

마이크로 영역 방향, 점포 프로모션 및 이벤트, 및 점포 상품 목록 및 메뉴와 가격 등(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

은 거의 모든 유형의 서비스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다. DNIS에 의해 식별되는 소비자 당 하나의 소비자 위치 데이터베

이스(134)가 있다.

B.  입력장치로부터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도 5를 참조하면, 입력장치로부터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200)가 도시된다. 상기 프로세스(200)는 단계

(202)에서 시작하고, 입력장치가 소비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단계(204)로 이동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장치

는 무선전화, 텔레비전, 퍼스널 컴퓨터, 대화식 음성 인식 시스템 또는 제 3 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될 수 있다. 덧붙

여서, 입력장치는 3 Com, Microsoft등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퍼스널 디지털 보조장치(PDA)가 될 수 있다.

입력장치가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요청을 만들고 나면, 프로세스(200)는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리미터 값이

정보 서버(25)로 전송되는 단계(208)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200)는 LKIPV가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 되

는 단계(210)로 이동한다.

상기 링케이지 키이는 이후 단계(214)에서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된 소비자 데이터의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로 

엑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실예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 있다. 이후 프로세스(200)는

링케이지 키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비자 데이터가 검색되는 단계(216)로 이동한다. 상기 프로세스(20

0)는 이후에 소비자 데이터가 적절한 장치로 전송되는 단계(220)로 이동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소비자 데이터는 원래의 입력 장치로 전송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전송되는 소비자 데이터가 상인

서버로 보내진다.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가 소비자 데이터를 받는 특정 시스템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이

해되어야할 것이다. 그런 다음 상기 프로세스는 단계(224)에서 종료한다.

C.  소비자 데이터를 상인에 링크시킴

도 6을 참조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상인 서버와 링크시키는 프로세스(300)가 설명된다. 상기 프로세스(300)는 단계(

302)에서 시작되고, 그리고는 페이지 요청이 상인 웹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계(304)로 이동한

다. 그런 다음 상기 프로세스(300)는 소비자의 브라우저가 정보 시스템 웹 서버로 연결되는 단계(306)로 이동한다. 



공개특허 특2003-0040220

- 21 -

웹 서버로의 연결을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이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이미 설명되었다. 예를 들어, 요청된 페이지는 

웹 서버 상에 상주하는 참조 또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요청된 페이지가 상인 서버로부터 검색되면, 소비자 브라

우저는 참조된 파일 또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받기 위하여 임시적으 로 IS 웹 서버로 연결된다.

단계(306)에서 브라우저가 IS 웹 서버에 일단 연결되면, 상기 프로세스(300)는 IS 웹 서버가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쿠

키 데이터 파일을 판독하기를 시도하는 단계(308)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에, 결정 단계(312)에서 소비자 컴퓨터 상에

서 쿠키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일, 소비자 컴퓨터 상에서 쿠키가 발견되었다면, 상기 프로세스(300)는 쿠키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식별자가 IS 웹 

서버에 의해 읽혀지는 단계(314)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상기 프로세스(300)는 상기 식별자에 기초하여 소비자 데이

터가 외부 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는 프로세스 단계(320)로 진행한다. 이 프로세스는 도 7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소비자 데이터가 프로세스 단계(320)에서 검색되면, 소비자 데이터는 단계(324)에서 

상인 웹 사이트로 전달된다. 그러면 상기 프로세스는 단계(330)에서 종료하게 된다.

만일, 상기 결정 단계(312)에서 소비자 컴퓨터 상에서 쿠키 데이터 파일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상기 프로세스(3

00)는 소비자에 대한 식별자가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결정 단계(334)로 이동한다. 만일 식별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상기 프로세스(300)는 종료 단계(330)에서 종료한다. 그러나, 만일 식별자가 양식 페이지로부터

포착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면, 프로세스(300)는 소비자 컴퓨터 상에 기록되는 쿠키 데이터 파일에 식별자가 통합되

는 단계(336)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상기 프로세스(300)는 식별자에 기초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320)

로 진행한다.

도 7을 참조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세스(320)가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상기 프로세스(320)는 시작 단

계(400)에서 시작하여, 검색된 식별자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402)로 이동한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10)의 일부를 이루는 각각의 상인 서버는 그들의 상인 웹 사이트를 엑세스하는 각각

의 소비자에 대해 서로 다른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상인은 소비자의 가구 소득

레벨을 검색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또 다른 상인 웹 사이트는 글들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평균 연령을 검

색하기를 원할 수 있다.

조사하기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단계(402)에서 일단 결정되면, 결정 단계(406)에서는 조사할 데이터베이스

가 정보 시스템(25) 내부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정보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프로세스(300)

는 상인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결정되는 단계(410)로 이동한다. 이는, 예를 들어서 상인의 데이터베이스

와 그리고 그들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 각각에 대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계

산될 수 있다. 상기 단계(410)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기 프로세스(320)는 요구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검색되는 단계(412)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결정 단계(416)에서 더 이상의 데이터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일부 상인은 그들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각각의 소비자에 대하여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더 이상의 데이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기 프로세스(32

0)는 종료 단계(420)에서 종료한다.

만일 상기 결정 단계(406)에서 조사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에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상기 프로

세스(320)는 IS 웹 서버가 적절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단계(424)로 이동한다. 이러한 접속은 TCP/IP 또는

기타 공지된 다른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용 통신선 또는 비전용 통신선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은 본질적 특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특정의 유형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상술한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관점에서 설명된 것으로 어떠한 의미로도 제한적이지 않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앞선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비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

소비자 식별자를 수신하기 위한 제 1 정보 서버;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링케이지 키이 변환 모듈;

상기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되는 소비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베이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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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케이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상기 링케이지 데이터베

이스와 비교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의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

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는 무선 전화, 대화식 음성 응답 시스템, 퍼스널 컴퓨터, 텔레

비젼, 개인용 디지털 보조장치(PDA),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

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linkage key)가 지리적 위치를 정의하는 장소 키이(spatial key)가 되는 컴퓨터

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장소 키이가 우편 코드(zip code)인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가 10-자리 전화번호,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자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소비자 성명, 위도 및 경도, IP 어드레스,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가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USPS DPC), ZIP+4, 주-카운티(state-co

unty)/센서스 트랙트(census tract)/센서스 블록(census block), 좌표 인터리빙된 쌍(쿼드-트리), 10-자리 전화번호,

표준화된 스트리트 주소, 표준화된 스트리트 주소 + 표준화된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표준화된 성명, 및 순차적

으로 할당된 번호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 변환 모듈은 소비자 주소를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로 변환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서버는 인터넷 서버를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버는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버는 쿠키 데이터 파일을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

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데이터는 가구 데이터, 개인 데이터, 센서스 데이터, 사업장 위치 데이터 또는 관공서 

위치 데이터, 영업 재무 데이터, 소비자 상품/서비스 소비 점수, 지도, 운전 방향,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데이터, 재산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지리적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

청구항 12.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실행되는 제 1 커맨드를 포함하는 제 1 서버; 및

상인 서버에 엑세스하는 소비자에 응답하여 실행되는 제 2 커맨드를 포함하는 제 2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커맨드의 실행은 소비자 컴퓨터 상에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저장하는 결과를 낳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

맨드는,

상기 상인 서버로부터 유일한 상인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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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에 기초하여 소비자 데이터에 엑세스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터 및 상기 유일한 상인 식별자를 상기 상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소

비자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맨드는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을 수행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데이터는,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상기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덱스된 소비자 데이터

를 포함하는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엑세스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가 10-자리 전화번호,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자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소비자 성명, 위도 및 경도, IP 어드레스,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가 이미지 또는 픽셀인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서버와 상기 제 2 서버는 동일한 서버이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맨드는 상기 소비자 컴

퓨터로부터 쿠키 데이터 파일을 판독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서버와 상기 제 2 서버는 동일한 서버이고, 그리고 상기 제 1 커맨드는 쿠키 데이터 파

일을 상기 소비자 컴퓨터 상에 저장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9.
소비자 데이터를 상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제 1 상인 서버와 통신하며, 소비자 컴퓨터가 상기 제 1 상인 서버에 엑세스한 후에 소비자 컴퓨터 상에 소비자 식별

자를 포함한 쿠키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제 1 정보 서버와, 그리고

제 2 상인 서버와 통신하는 상기 제 1 정보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소비자 식별자 및 대응하는 상인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 1 메모리, 및

상기 소비자 식별자에 의해 인덱스된 소비자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제 1 정보 서버는 상

기 제 2 상인 서버에 엑세스하는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응답하여 상기 쿠키 데이터 파일이 판독되고 그리고 상기 소

비자 데이터 및 대응하는 상인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제 2 상인 서버 로 전송되도록 구성되는, 소비

자 데이터를 상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는 링케이지 키이이고,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터는 링케이지 키이에 의해 인

덱스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가 10-자리 전화번호,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

자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소비자 성명, 위도 및 경도, IP 어드레스,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

터 선택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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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데이터가 인구통계학적 데이터(demographic data), 소비자 우편 주소, 중간 자택 가

격(median home prices) 또는 사업장 위치를 포함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맨드는 상기 제 2 상인 서버로부터 페이지를 요청하는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응답하

여 실행되는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4.
소비자 데이터를 네트워크 노드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음성 커맨드를 수신하고 상기 음성 커맨드를 입력 변수로 변환하기 위한 대 화식 음성 응답 인터페이스와,

상기 입력 변수를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변환 모듈과,

상기 변수와 관련된 상기 소비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링케이지 키이를 링케이지 키이 데이터베이스와 비

교하기 위한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상기 소비자 데이터를 상기 네트워크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제 2 모듈을 포함하는 소비자 데

이터를 네트워크 노드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노드는 소비자 컴퓨터, 제 3 자 서버, 상인 서버, 및 상인 점포 컴퓨터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가 장소 키이인 시스템.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식 음성 응답 인터페이스가 무선 전화에 연결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변수가 전화번호,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대응하는 소비자 성명, 그리고 미국 우편 주소

및 대응하는 소비자 성명인 시스템.

청구항 29.
상인에게 소비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제 1 상인 서버로 전송되는 소비자 데이터를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소비자 데이터에 기초한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는 단계와,

제 2 상인 서버에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페이지 구성요소의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의 전

송은 상기 정보 서버가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판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유일한 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제 2 상인 서버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인에게 소비자 데

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가 링케이지 키이인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가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DPC)인 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가 지리적 영역을 정의하는 장소 키이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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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장소 키이가 우편 코드인 방법.

청구항 34.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데이터가 미국 우편 주소인 방법.

청구항 35.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는 10-자리 전화번호,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

자 성명, 위도 및 경도, IP 어드레스,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36.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는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라미터 값이고, 상기 방법은 상기 링케이지 입력 파라

미터 값을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기록하는 단계는 쿠키 데이터 파일을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정보가 주민 소득 데이터, 재산 가치 데이터, 센서스 데이터, 사업장 위치 데이터 또는

관공서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가 이미지 파일인 방법.

청구항 40.
정보 서버 내에서 소비자의 메일링 주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소비자로부터 제 1 상인 서버로 소비자 식별자가 전송되는 동안에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는 단계와,

제 2 상인 서버 상에 참조되는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를 전송하기 위한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

는 단계와,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소비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소비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소비자 주소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소비자 컴퓨터의 메일링 주소를 상기 제 2 상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서버 내에서 소비자의 

메일링 주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가 링케이지 키이인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링케이지 키이가 미국 우편 서비스 배달 지점 코드인 방법.

청구항 43.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가 10-자리 전화번호,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미국 우편 서비스 주소 + 소비

자 성명, 10-자리 전화번호 + 소비자 성 명, 위도 및 경도, IP 어드레스, 및 e-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

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 식별자는 링케이지 키이 입력 파라미터 값이고, 그리고 상기 방법은 상기 링케이지 입

력 파라미터 값을 링케이지 키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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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유일한 소비자 식별자를 기록하는 단계는 쿠키 데이터 파일을 상기 소비자 컴퓨터에 기록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페이지 구성요소가 이미지 파일인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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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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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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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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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공개특허 특2003-0040220

- 32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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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