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Q 7/2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27564

2006년03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4-0076415

(22) 출원일자 2004년09월23일

(71) 출원인 (주)노매딕텍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307호

(72) 발명자 조광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그린빌주공아파트 906동 802호

(74) 대리인 서일경

심사청구 : 있음

(54)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광 대역 (Broadband)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맞

춤 정보 제공 시스템은,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에 탑재되

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관심 정보를 입력받아 이를 프로파일로 변환하여 서버 에이전트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

에 따른 검색결과를 상기 서버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하는 단말기 에이전트;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복수의 사

용자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정보 제공서버; 상기 맞춤정보 제공서버에 설치되고, 상기 서

버 에이전트와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매개하며, 주기적으로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로 상기 사용자 프

로파일에 따른 정보 검색을 요청하는 상기 서버 에이전트; 및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데이터화된 복수의 컨텐

츠 정보를 저장하는 컨텐츠 서버; 상기 컨텐츠 서버에 설치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

기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검색을 주기적 또는 해당 관심 정보가 변경시마다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맞춤정보로서 상기 서

버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단말기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에이전트 간

에 전송되는 패킷은 실행가능한 코드를 포함함으로서 상기 에이전트가 구동되는 운영체제(OS)에서 상기 프로파일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프로파일의 등록/변경/해지, 맞춤정보의 검색, 처리(요약, 변환, 등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대역 무선 인터넷, 맞춤 정보, 그룹 메시지, 에이전트, 프로파일, Customized Information, Broadband Wireless

Access, Group Message, Agent, Profil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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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의 구조를 도시하는 통신계층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행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방법의 처리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 그룹간의 메시지 전송을 도시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0 : 맞춤정보 제공서버 220 : 에이전트 OS

222 : 네트워크 에이전트 224 : 서비스 에이전트

320 : 실행가능 코드 410 : 단말기 에이전트

430 : 서버 에이전트 440 : 리포지터리 에이전트

510, 512 : 트랜짓 노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무선통신에서 제공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는, 항시접속(always-on)을 제공하는 xDSL (ADSL(Asynchronous Digital

Subscriber Lines) 또는 VDSL(Very high rate Digital Subscriber Lines))과 같은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과는 달리 높은

이용 요금과 서비스 대역폭의 제한으로 인해 무선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매번 인터넷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또는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제공받는 온-디맨드(on-demand:필요시 접속)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온-디맨드 방법에서는 멜로디, 음악, 게임, 영상물 및 뉴스 등의 다운로드 위주의 1회적 서비스가 대다

수이고 항시접속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같이 서버와 단말기간의 상호작용적(interactive) 또는 대화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재의 웹을 통한 인터넷의 관련 정보 검색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해당하는 도메인 주소(예컨대, 특허청의 경우 )를 미리 획득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매번 해당 도메인 주소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의

갱신 또는 추가를 알 수 없고, 매번 해당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음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동호회 또는 회사와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

(consistent information)를 공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래의 인터넷 검색방법에 의하면 특정의 사이트에 해

당 정보를 게시하면 해당단체에 속하는 복수의 구성원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갱

신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종래의 온-디맨드 접속방법에 의하면 공유정보의 전달이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가 변경시에 또는 실 시간적으로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해 공지 서

비스를 원하는 경우에 통상 알림서비스 또는 푸쉬 (Push)서비스를 이용하여 관심을 갖는 정보를 무선이동통신에서 제공하

는 SMS (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가 실용화되어 있다. 그러나 SMS를 이용한 알림서비스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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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관련 관심 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방송(broadcast)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대로 가입자가 서버에 관심 정보를 제공 또는 갱신하거나, 그룹에 속하는 팀원가입자에 의해 해당 그룹

또는 조직에 속하는 팀원가입자에게 메시지를 공지하도록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통신망 네트워크에서 각 네트워크 구성 장치간의 데이터의 전송은 헤더(Header) 및 페이로드

(Payload)로 구성되는 데이터 패킷을 이용하게 되는데, 페이로드는 단순한 데이터만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고, 네트워크

구성 장치가 타 네트워크 구성 장치의 동작의 제어 또는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헤더를 구성하는

각 필드의 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네트워크 구성장치의 특정 동작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망 요소 장치에 해당 동작 또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설치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장치 모두의 프로토콜을 갱신하여야 하

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IPv6, 멀티캐스트(multicast) 또

는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등은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으로 확정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현재의 인터넷상에 관련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예컨대, 라우터, 스위치 등)의 배치에 있어서 절대 수부족 또는 기존의 배치되어

운용중인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관련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 확정과 서비스 제공 시점까지

시간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맞춤 정보의 제공과 같은 메시징 서비스에 있어서도 통합 메시징 지원, 복수의 그룹 메

시징 지원, 또는 트랜짓 노드(Transit Node) 및 리프 노드(Leaf Node)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사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메시징 서비스의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항시

접속방식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등록한 관심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해당 컨텐츠 서버와의 접속과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 또는 수신을 할 수

있고, 단말기 에이전트와 서버 에이전트 간에 실행가능한 코드가 내장된 패킷을 사용함으로서 네트워크 요소에 새로운 프

로토콜을 추가하는 작업 없이도 다양한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

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설정하여 그룹 관심 및 확인 사항을 프로파일로 등록함으로

서, 공통의 조직 또는 관심사를 가지는 그룹에 대한 그룹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에 속하는 단말기 에이전트는 그룹 프로파일을 더 저장함으로서, 맞춤정보 제공 서

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그룹에 속하는 이동 단말기간에 그룹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광 대역 무

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단말기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 전달을 중계하는 트랜짓 노드(transit

node)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그룹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 트랜짓 노드는 자신에게 수반하는 리프 노드(leaf node)로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여 무선 데이터망의 액세스 포인트와 이격된 그룹 사용자에게도 그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광 대역 무

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은,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관심 정보를 입

력 받아 이를 프로파일로 변환하여 서버 에이전트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른 검색결과를 상기 서버 에이전

트로부터 수신하는 단말기 에이전트;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복수의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정보 제공서버; 상기 맞춤정보 제공서버에 설치되고, 상기 서버 에이전트와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

전트 간의 통신을 매개하며, 주기적으로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로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른 정보 검색을 요청하는

상기 서버 에이전트; 및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데이터화된 복수의 컨텐츠 정보를 저장하는 컨텐츠 서버; 상기

컨텐츠 서버에 설치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검색을 주기

적 또는 해당 정보가 변경시마다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맞춤정보로서 상기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단말기 에이전트로

공개특허 10-2006-0027564

- 3 -



전송하는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에이전트 간에 전송되는 패킷은 실행가능한 코드를 포함

함으로서 상기 에이전트가 구동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에서 상기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프로파일의 등록/변경/

해지, 맞춤정보의 검색 및 처리(요약, 변환, 등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례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110, 112, 113. 118, 119)을 포함하여 구

성되어 사용자(114, 115, 116, 117)가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컨텐츠 서버(150, 152)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동 단말기

(114, 115, 116, 117), 인증 서버(141), 과금 서버(142), 사용자 관리 서버(143) 등을 포함하는 맞춤정보 제공서버(140),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 서버 에이전트(430), 단말기 에이전트(41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동 단말기(114, 115,

116, 117)는 액세스 포인트(112, 113)를 통해 통신망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본 발명의 통신망 네트워크는 광 대역 무선 인

터넷(Broadband Wireless Access : BWA) 뿐만 아니라 WLAN, 및 CDMA-EVDO (EVolution Data Only) 등의 무선데이

터통신망 및 xDSL 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유선통신망을 포함할 수 있다.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은 사용자가 보행 또는 차량 주행 등의 이동환경에서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나 엔터

테인먼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로서, 지금까지의 유선기반 서비스와는 달리 무선LAN의 장점인 고

속 데이터서비스와 무선 이동전화망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인터넷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

다. 특히,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은 요금도 저렴하고 이동시에도 초고속 인터넷의 상시접속성을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무선

LAN이나 무선 이동전화망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인터넷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 단말기 사용자도 언제나 통신망에 상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광 대역 무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기존의 2.4㎓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LAN 서비스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cdma2000-1x EV-DO 서비스 등과 같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광 대역 무선 인터

넷과 같은 광 대역, 항시 접속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특징과 비교하여 이동성, 속도, 이용요금 등에서 보급 확대에 대한 제

약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각 통신 네트워크 별로 이동 단말기가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라우터(Access Router, AR :

110), 스위치(120) 등의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필요로 하며,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해서 RADIUS

(Remote Access Dial-In User Service) 프로토콜로 액세스가 가능한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118)을 포함하며 무선 이동단말장치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모바일 IP를 지원하기 위해서 FA/HA(Foreign

Agent/Home Agent: 119)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유선망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는 통상의 인터넷 접속과

같이 PC와 같은 단말기가 라우터 또는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접속하여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이동 단말기(114, 115, 116, 117)가 접속하는 액세스 포인트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광 대역 무선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112, 113)뿐만 아니라 WLAN 액세스 포인트(121, 122), CDMA-EVDO 기지

국(131, 132)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상시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맞춤정보 제공서버(140)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맞춤정보 제공서버(140)는 복수의 사용자의 인증정보 및 관심정보 등을 저장하여 관리하는 사용자 관리 서

버(143),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 서버(141),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과금하는 과금 서버(142)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 관리 서버(143), 인증 서버(141), 과금 서버(142)는 설명을 위한 기능상의 구분이고, 단일의 서버 시스템

에 구축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자가 통신망 서비스 운영자와 별개로 서비스를 운영하

는 경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망 시스템(118, 119)과 독립하여 구현되나,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망 서

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경우는 통신망 시스템(118, 119) 에 포함되어 구현될 수도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다음으로,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Repository Agent)는 통상의 에이전트 와 같이 통신망(10)을 통해 컨텐츠 정보제공

서버(150, 152)의 정보를 검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이동 단말기(114, 115, 116, 117) 및 사용자 관리 서버

(140)는 각각 단말기 에이전트(410) 및 서버 에이전트(430)를 더 포함하여, 서버 에이전트(430)는 주기적 또는 사용자가

등록한 사용자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맞춤정보에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를 통해 맞춤정보

를 전송받아 단말기 에이전트(410)로 전송하고, 단말기 에이전트(410)는 전송받은 맞춤정보를 이동 단말기(114, 115,

116, 117) 상에서 저장, 실행 또는 표시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파일에 미리 관심정보를 입력하면 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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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에이전트(440)는 주기적 또는 관심정보 변경시마다 컨텐츠 제공 서버(150, 152)에서 관심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추출

하여 맞춤정보를 생성하여 단말기 에이전트(410)로 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번 해당정보가 존재하는 사이트로 접속

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여 단말기 에이전트(410), 서버 에이전트(430), 및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도 2는 서버 또는 단말기의 네트워크 구성 장치에 설치 및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다. 본 발명

에서는 IP 기반의 인터넷 및 무선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각 에이전트는 물리 계층(210), 데이터 링크 계층(212), 네트워크

계층(214), 전송 계층(216) 및 응용 계층(218)을 포함하여 각 에이전트는 동작하는 계층이 상위계층 또는 하위계층인지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에이전트(222)와 서비스 에이전트(224)로 구분된다. 네트워크 에이전트(222)와 서비스 에이전트

(224)간은 상호 통신이 가능하며 타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 장치에 설치된 동일 에이전트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다.

서비스 에이전트(224)는 전송 계층(216) 상위(218)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처리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네트워크

에이전트(222)는 각 네트워크 특정 계층상의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등에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각 에이전트(222,224)

는 해당 에이전트의 실행 및 동작을 위해 Java 가상 머신(Virtual Machine)과 같은 에이전트 OS(Operating System :

220)를 가지는데, 이러한 에이전트 OS는 Symbian, Linux, 또는 Win CE 등의 기존의 단말기 및 네트워크 요소장치에서

설치 운영되는 임베디드 OS 이거나 각 에이전트(222,224)를 실행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OS 일 수 있다. 각 에이전트간

의 통신은 전송 계층(216)의 UDP(User Datagram Protocol) 또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또는 네트워크

계층 (214)의 IP (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한편, 각 에이전트 간의 통신에 있어서는 헤더(header)와 페이로드(payload)로만 구성되는 일반적인 패킷이 아닌,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실행가능한 코드(320)를 더 포함하는 패킷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패킷은 ISO의 OSI 또는 TCP/IP 와 같

은 표준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헤더(310)와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되는 헤더 및 데이터 정보를

포괄하는 페이로드(330)로만 구성된다. 예컨대, 계층 3에서의 페이로드는 계층 4의 헤더 및 이에 수반하는 상위 계층으로

부터 전송받은 페이로드 또는 SDU(Service Data Unit)를 수반한다. 라우터 또는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요소는 해

당 계층에서의 헤더(310)에 포함된 정보를 처리하여 해당 하위 또는 상위 계층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도 3a 및 도 3b는 종래의 패킷구조와는 상이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간에 송수신되는 실행가능한 코드

(Executable Code :320)를 포함하는 패킷구조를 도시한다. 실행가능한 코드(320)는 특정 동작의 실행을 명령하는 코드

(322)와 해당 코드의 실행시 요구되는 데이터(324)로 세분할 수 있다. 실행가능한 코드(320)는 Java 코드와 같이 에이전

트 OS 상에서 바로 실행되거나, 에이전트가 위치하는 단말기 또는 서버의 임베디드 OS(예컨대 Linux/Unix)와 같은 운영

체제상의 인터프리터 등에 의해 shell script, Tcl, Perl 과 같은 언어로 작성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서버

및 단말기 상에 위치한 에이전트가 맞춤정보 검색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행가능한 코드(322)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로, 문서처리 또는 문서교환을 위해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로 표현되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행가능한 프로그램(320)을 포함하는 패킷구조는 도 3a 와 같이 헤더(310), 프로그램

(320), 페이로드(330)로 구성되거나 도 3b 와 같이 헤더(310), 프로그램(320) 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다. 페이로드가 없는

경우는 단순히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버간의 에이전트의 제어 또는 시그널링을 위해 실행가능한 코드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파일의 등록 및 맞춤 정보의 생성 과정을 도시한다. 단말기 에이전트(410)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프로파일을 입력받아 사용자 프로파일의 등록을 요청한다(S100).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관심

정보 또는 맞춤 정보 요청을 포함한다.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그룹 메시징을 지원하는 경우 그룹 프로파일은, 타 그룹 사용

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데이터도 포함한다. 사용자 프로파일의 등록요청에 사용되는 데이터패킷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내용

을 포함하는 페이로드(330)와 사용자 프로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위한 스크립트 언어 또는 Java 코드로 구성되

는 실행가능한 코드(320)를 포함한다.

서버 에이전트(430)는 수신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에게 전송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의 등록을 요

청한다(S110).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는 사용자별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등록 관리하고, 설정된 주기 또는 사용자 프로파일

로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컨텐츠 제공 서버(150,152)에서 검색하여 맞춤정보를 생성한다(S130).

생성된 맞춤정보는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에 등록되고 서버 에이전트(430)로 전송되어 정보처리 예컨대 요약, 변환 또

는 분류 등의 가공작업을 통해 맞춤정보 검색결과로 변환되어(S150) 단말기 에이전트(410)로 전송된다. 단말기 에이전트

(410)는 수신된 맞춤정보 검색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한다(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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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한 코드를 이용한 그룹 프로파일의 생성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차세대통신사업단"이라

는 그룹을 생성하여 해당 그룹의 사업목표 및 사업실적을 그룹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말기 에이전트

(410)는 먼저 다음과 같은 실행가능한 코드(320)를 포함하는 그룹 프로파일의 등록을 요청한다(S100).

Create profile $차세대통신사업단;

Insert $사업목표, $사업실적: 5000억원, 3500억원;

서버 에이전트(430)는 프로파일 등록 요청에 따라 "차세대통신사업단"이라는 프로파일의 생성을 리포지터리 에이전트

(440)에게 요청하고,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는 전송된 실행가능한 코드(320;본 실시예에서는 SQL로 작성)에 따라 "$

사업목표" 및 "$사업실적" 항목에 각각 5000억원, 3500억원 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등록한다.

한편 "차세대통신사업단" 그룹을 구성하는 사용자가 "사업목표" 및 "사업실적"의 갱신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단말기

에이전트(410)는 다음과 같은 실행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요청패킷을 생성하여 서버 에이전트(430)로 전송한다.

select $1, $2 from $3; $사업목표, $사업실적, $차세대통신사업단

상기 실행코드에 따라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는 "차세대통신사업단"그룹 프로파일에서 "사업목표", "사업실적"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맞춤정보로서 단말기 에이전트(410)로 전송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실

행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이용하여 통신망 요소의 에이전트간에 통신을 하고 실행가능한 코드는 해당 패

킷의 목적지의 에이전트 OS 상에서 인터프리트(interpret)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단말기와 서버 사이에 존재하는 통신망

구성 요소 장치들에 대한 프로토콜의 갱신이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서비스를 추가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AD-HOC 네트워크와 같이 이동 단말기간의 직접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이동 단말기

는 인접한 다른 이동 단말기에게 메시지전달의 기능을 수반하는 트랜짓 노드(Transit Node)로 고려될 수 있다. 도 5를 참

조하여 설명하면, 통신망과 직접 연결되어 루트 노드(Root Node: RN)인 맞춤정보 제공 서버(140)와 직접 통신하고, 그룹

에 속하는 다른 이동 단말기(520,522,524)에게 메시지 전달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는 트랜짓 노드(TN : 510, 512)로 고

려되고, 다른 이동 단말기를 수반하지 않는 이동 단말기(514,520,522,524)는 리프 노드(Leaf Node: LN)로 규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각 이동 단말기 자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룹 전체에 대한 메시지 전송시 모든 이동

단말기(510,512,514,520,522,524)에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트랜짓 노드(510,512) 및 트리구조에 속하지 않는

리프 노드(514)에만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모든 그룹의 이동 단말기에 그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

정보 제공 서버(140) 및 트랜짓 노드(510,512)에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는 다음과 같은 트리구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야 한다.

Tree(terminal_id, degree, depth, attribute)

이러한 트리구조 정보는 각 이동 단말기의 루트 노드(맞춤정보 제공서버 : 140)로부터 해당 노드간의 깊이, 차수, 구성 노

드의 특성(attribute)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 메시징에 있어서, 맞춤정보 제공 서버(140)는 그룹에 속하는 모든 이동 단말기로 그룹 메시

지를 송신하지 않더라도 그룹 구성원 전체에 대한 그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예컨대 음영지역 또는 억세스 포인트

에 이격되어 위치하는 이동 단말기(520,522,524)의 경우에도 트랜짓 노드를 구성하는 다른 이동 단말기(510,512)와의 직

접 통신을 통해 그룹 메시지를 하달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에 속하는 단말기 에이전트는 그룹에 속하는 터미널 식별자(terminal_id)를 포함하

는 그룹 프로파일을 더 저장하는 경우, 그룹에 속하는 이동 단말기 중 어느 하나의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가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 에이전트(430) 및 리포지터리 에이전트(440)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그룹에 속하는

다른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로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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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 메시지 전송에 있어서, 하나의 이동 단말기에서 전체 단말기에 대한 공지를 하고자 하는 경

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에 상기 공지내용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직접 그룹을 구성하는 다른 이동 단말기에게 메시지를 전

송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은, 광 대역 무선 인터

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가 항시적으로 무선 데이터망에 접속하여 맞춤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등록한 관심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또는 주기적으로 이동 단말기와 해당 컨

텐츠 서버간의 접속과 무관하게 맞춤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단말기 에이전트와 서버 에이전트 간에 실행가능한 코드가

내장된 패킷을 사용함으로서 네트워크 요소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추가하는 작업 없이도 다양한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추

가, 변경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설정하여 그룹 프로파일을 등록하기 때문에, 공통의 조직 또

는 관심사를 가지는 그룹에 대한 그룹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에 속하는 단말기 에이전트는 그룹 프로파일을 더 저장함으로서, 맞춤정보 제공 서

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그룹에 속하는 이동 단말기간에 그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다른 효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단말기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 전달을 중계하는 트랜짓 노드(transit

node)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그룹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 트랜짓 노드는 자신에게 수반하는 리프 노드(leaf node)로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여 무선 데이터망의 액세스 포인트와 이격된 그룹 사용자에게도 그룹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다

른 효과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

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대역 무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관심정보를 입력 받아 이를 프로파일로 변환하여 서버 에이전트로 전송

하고,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른 검색결과를 상기 서버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하는 단말기 에이전트;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복수의 사용자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정보 제공서버;

상기 맞춤정보 제공서버에 설치되고, 상기 서버 에이전트와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매개하며, 주기적으로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로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른 정보 검색을 요청하는 상기 서버 에이전트;

상기 데이터 통신망 상에 설치되고, 데이터화된 복수의 컨텐츠 정보를 저장하는 컨텐츠 서버; 및

상기 컨텐츠 서버에 설치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검색을

주기적으로 또는 해당 정보가 변경시마다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맞춤정보로서 상기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단말기 에

이전트로 전송하는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에이전트 간에 전송되는 패킷은 실행가능한 코드를 포함함으로서 상기 에이전트가 구동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

에서 상기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프로파일의 등록/변경/해지, 맞춤정보의 검색 및 처리(요약, 변환, 등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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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코드는, 스크립트 랭귀지로 작성된 실행가능한 코드 또는 가상 장치 (virtual machine)상에 실행가능한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등록된 정보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된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결과

를 맞춤정보로서 상기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단말기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에이전트는 복수의 특정 단말기를 그룹으로 설정하는 그룹 프로파일 등록 요청을 더 수행하고,

상기 서버 에이전트는 상기 그룹 프로파일에 따른 정보 검색 요청을 더 수행하고,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는 상기 그룹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그룹

맞춤정보로서 상기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 그룹으로 설정된 복수의 단말 에이전트로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에 속하는 단말기 에이전트는 상기 그룹 프로파일을 더 저장하고,

상기 그룹에 속하는 이동 단말기 중 어느 하나의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가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상기 서

버 에이전트 및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기 그룹에 속하는 다른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

로 그룹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동 단말기간에 직접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고, 네트워크 상에서 그룹에 속하는 타 이동 단말기를 수

반하는 트랜짓 노드 또는 타 이동 단말기를 수반하지 않는 리프 노드 중 어느 하나로 동작할 수 있고,

상기 그룹 프로파일은 상기 이동 단말기간의 네트워크 트리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리포지터리 에이전트는, 상기 그룹 맞춤정보를 트랜짓 노드에 수반되지 않는 이동 단말기에만 선택적으로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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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랜짓 노드에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는 상기 서버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한 그룹 맞춤정보를 상기

트랜짓 노드가 수반하는 타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에이전트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대역 무선 인터넷 통

신망에서의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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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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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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