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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위치정보 획득 및 이를 이용한이동통신 단말의 영상 및 사진, 문자를 인터넷

지도에표시, 등록하기 위한 단말응용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사진, 영상, 문자 등 이른바 User Created Contents (UCC)를 공개된

WEB의 지도에 표시,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camera와 cam coder가 탑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사진, 영상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과 위치정보가 표시된 사진, 영상을 공개

된 WEB의 MAP server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전송한 사진, 영상 및 문자와 함께 WEB의 MAP에 표시 및 등록되어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WEB 2.0 및 mobile mashup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본 발명은 camera, cam coder가 탑재된 CDMA, GSM 방식의 휴대 단말기 의 저장 및 전송 처리부를 구비하며, 상기 휴대

이동통신단말기의 native application, micro browser 또는 middle ware를 이용하여 사진, 영상의 디지털 파일에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location management application을 통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좌표 및 LBS 좌표 획득단계

(a), 획득된 위치 정보를 디지털 사진, 영상의 헤더에 표시하는 표시단계((b), 특정 혹은 임의의 server에 위치 정보가 표시

된 사진, 영상, 문자 파일을 전송하는 전송단계(c), 휴대단말기에서 전송된 위치 획득 표시 파일을 전송 받아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MAP server에 맞게 가공, 전송하는 mash up처리 단계(d)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WEB 및 Map server과 매핑

단계(e)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한 UCC 생성 및 WEB과의 연동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가 생성한 사진, 영상에 위치 정보를 획득, 표시하게 하는 처리부를 구비하는 휴대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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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휴대이동통신 단말기의 GPS모듈 또는 CDMA, GSM등의 통신모듈과 기지국 및 LBS server로부터 위치 정보를 획득

하는 처리부;

상기 획득된 위치 정보를 휴대이동통신단말기의 camera, cam coder로부터 생성된 사진, 영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처리부;

상기 획득된 위치정보가 표시된 사진, 영상을 특정, 혹은 임의의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부로써 native application,

micro browser, middle ware application;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검증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상기 검증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결과인 검증 결과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받는 검증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 처리부에는 상기 위치 획득, 위치 표시, 위치 전송, 서버와의 연동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포함되며,

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전송된 위치 표시 사진, 영상을 다른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WEB기반의 MAP 서버에 전송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생성된 서진, 영상의 저장 형식을 획득된 위치 정보로 표시하게 하는 위치 정보 표시 처리

부;

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위치제어를 획득하기 위해 단말기의 GPS모듈에서 Stand alone하게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처리부;

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CDMA, GSM 등 통신 모듈을 통해 LBS 서버와 통신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처리

부;

상기 획득된 위치정보를 사진, 영상의 좌표값으로 설정하는 처리부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전송된 사진, 영상을 휴대이동통신 ID와 위치정보, 시간, 카테고리 별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

상기 전송된 사진, 영상을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WEB기반의 MAP서버로 보내 등록하고 표시하게 하는 시스템의 처리

부;

상기 전송된 사진, 영상을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WEB기반의 MAP에서 제 3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WEB application 및

Interface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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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전송된 위치가 표시된 사진, 영상을 다수의 MAP 형식을 갖는 WEB 기반의 서버로 연결하

는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User Created Contents(UCC) 혹은 User Generate Contents(UGC)로 대표되는 WEB 2.0환경에서 휴대이동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생성된 contents인 사진, 영상, 메시지를 Open API를 제공하는 WEB server, 특히 지도기반의

server로 전송하여 WEB 상에 표시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Mobile mashu(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혼합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과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이동통신단말기는 통신 모듈인 CDMA, GSM과 더불어 GPS모듈이 내장되어 휴대이동통신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

하는 방법들이 있다. 기존의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이동통신기기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서 파악해 좌표 값을 도출하거나 함께 내장된 GPS모듈의 좌표값을 기지국을 통해 LBS(Location Based

System) Platform으로 보내어지는 방식으로 휴대이동통신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응급구조나 사람찾기

등의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휴대이동통신단말기의 사진, 영상을 다른 휴대이동통신단말기나 서버로 보내어 표시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두 기술 모두는 휴대이동통신기를 통해 생성된 contents에 대한 실시간 위치 정보 및 위치정보의

좌표값을 contents에 표시되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여 왔고, 휴대이동통신단말기의 사진, 영상, 메시지를 대중에게 공개

된 Map API에 능동적으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가 위치를 스스로 설정하여 입력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종래의 기술로는 휴대이동통신단말기로 생성된 사진, 영상, 메시지를 혼합하여 MAP에 표시, 등록하기 위해 WEB

기반의 application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정확한 위치에 등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UCC, UGC로 대표되는

WEB 2.0환경에서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생성된 사진, 영상 등 contents에 대한 실시간의 위치 정보

획득 및 표시와 별도의 위치 정보 입력 없이 전송하여 WEB의 MAP에 표시, 등록하게 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 본 발명

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은 camera, cam coder가 탑재된 CDMA, GSM 방식의 휴대 이

동통신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표시, 저장 및 전송 처리부를 구비하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native application, micro

browser 또는 middle ware를 이용하여 사진, 영상의 디지털 파일에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location management

application을 통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LBS(Location Based System)를 통한 위치정보 획득단계(a), 획

득된 위치 정보를 디지털 사진, 영상의 헤더에 표시하는 표시단계((b), 특정 혹은 임의의 server에 위치 정보 header가 표

시된 사진, 영상, 문자 파일을 전송하는 전송단계(c),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전송된 위치 획득 표시 파일을 전송 받아 공

개된 API를 제공하는 MAP server에 맞게 가공, 전송하는 mash up처리 단계(d)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WEB 및 Map

server과 매핑 단계(e)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한 UCC 생성 및 WEB과의 연동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세부적 항목은 휴대이동통신단말기가 GPS Module을 통해 stand alone 방식으로 스스로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

고(S100), GPS가 아닌 CDMA나 GSM Module 을 통해서는 LBS(Location Based System) Platform server를 통해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처리부(S200)과 이를 통해 휴대이통신단말기에 내장된 camera, cam coder로 생성된 사진, 영상의 디지

털 파일의 헤더에 상기 위치 정보의 획득 방식으로 획득되어진 위치 정보를 WGS-84방식으로 표시하게 하는 처리부

(S300), 이렇게 처리된 사진, 영상, 문자를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로 open API가 제공된 MAP server로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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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위치 표시 contents DB인 MAP용 mash up server로 전송하기 위한 protocol 및 interface를 제공하는 전송부

(S700), open API를 통해 전송되는 application을 mapping 하는 MAP server로 위치 표시 contents를 검증, 전송, 관리

하는 관리부(S900)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하여 한정되는 식으로 해석되어 져서는 안된

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mobile mashup시스템은

휴대이동통신단말기(104) 부분과 이 단말기에서 전송된 디지털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109)으로 구분된다. Camera

(101)에서 생성된 사진, 영상의 name을 위치정보 및 시간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위치정보 처리부

(103)와 이를 Open API를 제공하는 MAP Server에서 요구하는 GPS format으로 최적화 하여 처리하는 변환부(108), 각

각의 사진, 영상의 헤더값을 중복되지 않게 위치정보와 시간으로 표시하는 표시부(107), 적당한 위치 값을 획득하지 못했

을 경우 LBS platform으로 요구사항을 전송해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처리부(106),이를 위한 기지국과의 통신 및 파일 전

송을 담당하는 전송부(105)와 MAP을 보여주는 WEB(113)으로 휴대이동통신단말에서 생성한 사진,영상,문자를 mapping

하기 위한 mapping server(112)의 DB 역할을 하는 Open API server(111)에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전송된 모든 사

진, 영상, 문자를 최적화하여 전송, 처리, 관리하고 본 발명의 핵심 구성부인 mobile mashup server(110)의 흐름을 나타

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휴대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된 camera,

cam coder로 생성된 결과물(200)은 저장 방법을 선택하고 위치정보 형식을 선택할 경우 GPS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201). GPS가 지원되지 않은 단말기일 경우 LBS server에 접속하여 현재의 위치정보를 가져오게 된다(202). 위치정보

형식으로 저장된 사진, 영상은 단말기의 저장공간에 저장(203)되고, 이를 일반적인 WEB기반의 MAP에 표시, 등록할 것인

지에 대한 판단여부(204)를 거쳐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의 다른 기능(205)로 사용되고, MAP에 등록 , 표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MAP server를 지원하는 WEB에 전송될 수 있도록 미리 등록된 interface가 제공되거나 사

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interface가 제공된 전송처리부(206)로 보내진다. 이렇게 보내진 위치정보가 헤더에 표시된 사진,

영상, 문자는 모두 하나의 서버인 WEB의 MAP에 표시 등록시키기 위한 Mobile mashup server(207)로 보내지고 이곳에

서 처리, 관리, 운용된다. mobile mashup server는 위치정보로 표시된 사진, 영상을 WEB상의 지도와 mapping 하는

MAP server(208)로 보내고 사용자 및 제 3자는 WEB에서 제공되는 MAP에서 사용자가 휴대이동통신단말에서 전송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209).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휴대이동통신단말기가 GPS Module을 통해 stand alone 방식으로 스스로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S100), GPS가 아닌 CDMA나 GSM Module 을 통해서는 LBS(Location Based System) Platform server를 통해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처리부(S200)과 이를 통해 휴대이통신단말기에 내장된 camera, cam coder로 생성된 사진, 영상의 디지

털 파일의 헤더에 상기 위치 정보의 획득 방식으로 획득되어진 위치 정보를 WGS-84방식으로 표시하게 하는 처리부

(S300), 이렇게 처리된 사진, 영상, 문자를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로 open API가 제공된 MAP server로 연동하기

위한 위치 표시 contents DB인 MAP용 mash up server로 전송하기 위한 protocol 및 interface를 제공하는 전송부

(S700), open API를 통해 전송되는 application을 mapping 하는 MAP server로 위치 표시 contents를 검증, 전송, 관리

하는 관리부(S900)로 구성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WEB 2.0의 UCC, UGC의 mobile mashup을 이용한 WEB기반의 MAP연동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이동통

신단말기를 통해 사용자가 생성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곧바로 모든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MAP에 등록, 표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mobile mashup을 이용한 WEB기반의 MAP연동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Contents를 WEB기반의 MAP에 표시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mobile mashup을 이용한 WEB기반의 MAP연동 시스템 및 방법은 이동통신의 통합망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기능 및 서비스들의 유효성을 검증 및 테스트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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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mobile mashup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부호의 설명*

40 :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 획득 및 영생 헤더 표시 처리부

50 : Mash up server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처리부

60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는 server로 전송하기 위한 mash up서버

70 : API를 오픈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MAP server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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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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