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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목표 단말의 홈 공중

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방문 공

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에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

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가 속한 통신망이나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동단

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측위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이동단

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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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이동단말기, 위치결정, LCS, VL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이동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들,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시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의 예시도들,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들,

도 9a 내지 도 9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시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의 예시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위치결정시 필요한 지.피.에스(GPS)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단말기가 경박단소화되고 이동통신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여행 중에도 자신

의 이동단말기를 휴대하고 자신의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화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또한 글로벌 이

동통신시스템의 환경하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이동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예컨대, 교통 및 생활정보 등)

를 제공받고자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나 이동통신망 지역(예컨대, SK 텔레콤이나 KTF 등 한국 이동통신망 영역이나

NTT DoCoMo, Sprint PCS, KDDI, Vodafone 등 일본, 구미지역 이동통신망 영역 등)에서는 이러한 이동단말기를 이용

한 자신의 위치정보 획득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특히, 도 1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또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

시하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UMTS 이동통신 시스템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하기로

한다)(110), 복수의 무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RNS: Radio Network Subsystem, 이하 "RNS"라 칭하기로 한다)들(120,

130) 및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하기로 한다)(150)로 구성된다.

CN(110)은 UE(150)들의 정보를 관리하며, 이동성관리(mobility management), 세션관리(session management), 및 통

화 관리(call management)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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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120 또는 130)는 CN(110)으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무선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RNS(120 또는 130)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복수개의 기지국(Node B)들을 포함한다. 일 예로 RNS(120)는 RNC(121)와 노드 B(123) 및 노드 B

(125)를 포함하고, RNS(130)는 RNC(131)와 노드 B(133) 및 노드 B(135)를 포함한다.

이 때, RNC(121 또는 131)는 그 동작에 따라 서빙(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하기로 한다), 드리프트(drift) RNC

(이하 "D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제어(controlling) RNC(이하 "CRNC"라 칭한다)로 분류된다. 즉, 대응되는 RNC에 속

하는 UE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lu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하여 그 UE들과 CN(110)과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RNC

를 SRNC라하고, 다른 RNC에 속한 UE와 그 UE가 속한 RNC(예컨대, SRNC)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중계하는 RNC를

DRNC라하고, 기지국들 각각을 제어하는 RNC를 CRNC라 한다. 도 1의 예에서 UE(150)의 정보를 RNC(121)가 관리하면

RNC(121)는 UE(150)에 대한 SRNC로 동작하는 것이고, UE(150)가 이동하여 UE(150)와 RNC(121)가 RNC(131)를 통

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RNC(131)는 UE(150)에 대한 DRNC로 동작하는 것이고, 상기 UE(150)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

(노드 B)(125)을 제어하는 RNC(121)가 상기 기지국(125)의 CRNC가 되는 것이다. 도 1의 예에서 UE(150)의 정보와 데

이터는 UE(150)의 SRNC인 RNC(121)를 거쳐 CN(110)와 송수신된다.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망에서 UE의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결정기술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UE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셀(cell)의 정보 또는 UE를 관리하는 셀(cell)의 정보를 이용하여 UE의 위치를

셀 단위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노드(node) B와 UE 사이의 측정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의 세기, 또는 전파의 전달

시간으로부터 얻어지는 전파도달시간(Time of Arrival, 이하 'TOA'라 칭한다) 또는 전파도달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이하 'TDOA'라 칭한다)를 산출하고, 그 TOA 또는 TDOA를 삼각측량법에 적용하여 UE의 위치를 결정하는 네트

워크 기반의 위치 결정 기술이 있다. 셋째,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라 칭

한다)를 이용하여 UE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GPS를 이용한 위치결정 방법 중 특히, GPS의 기술을 보

완하여 이동통신망에 적용한 것이 네트워크 도움 GPS 방식(Network-Assisted GPS, 이하 'Network-AGPS'　라 칭한

다)이라 한다.

네트워크 외부의 위치서비스 클라이언트(Location Service Client, 이하, 　'LCS 클라이언트'라 칭한다)가 소정 UE에 대

한 위치를 요청한 경우 종래에는 우선 위치결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하고, 위치 측정에 필요한 신호를 측정한 후 이에

따라 UE의 위치를 계산한다. 즉, 상기 준비과정에서 UE의 사생활 제한과 같은 프라이버시 지시자를 검토하고 네트워크의

자원을 할당하며 LCS 클라이언트(client)에 의해 요청된 QoS(Quality of Service, 이하, 　QoS　라 칭한다), UE 및 네트

워크의 성능에 따라 위치 결정 기술을 선택한다. 그리고 위치측정과정은 UTRAN(Universal Terrestrial Random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한다)과 UE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상기 준비과정에서 선택한 위치 결정 기술에 따라 위치측

정에 필요한 신호를 위치측정신호를 획득한 후 UE의 위치를 계산한다. 이 때, UE는 이미 MSISDN(Mobile Subscriber

ISDN Number, 이하 'MSISDN'라 칭한다) 또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이하 'IMSI'라 칭한다)를

알고 있는 개별적인 UE이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위치측정과정은 UE가 CN에서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홈 게이트웨이_모바일_측위센터(Gateway Mobile

Location Center, 이하 GMLC라 칭한다)에서 벗어나 다른 GMLC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또는 외부 LCS 클라이언트나 UE

자신의 요청으로 위치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 게이트웨이_모바일_측위센터(GMLC)는 소정

의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이하 PLMN 이라 칭함)에 위치한 UE들의 위치정보를 관리한

다. 또한 PLMN은 지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가능한 이동통신망을 말하며, 하나의 PLMN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GMLC가 존재할 수 있다.

도 2는 종래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도 2는 외부 LCS 클라이언트

(이하, '클라이언트'라 함)(160)가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160)는 클라이언트(160)가 연결된 GMLC(111)에게 위치를 알고 싶은 UE에 대한 위치 서비

스(LoCation Service, 이하 LCS라 함)를 요청한다(S11). 즉, UE_A(155)의 위치정보를 요청한다. 이 때, GMLC(111)는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하는 GMLC(111)이므로 도 2에는'Requesting GMLC'이라 표기하였다.

그러면 요청(requesting) GMLC(111)는 HLR/HSS(Home Location Register/Home Subscriber Server)(115)에게 UE_

A(155)의 홈 PLMN 정보를 요청하고(S13) HLR/HSS(115)로부터 홈 PLMN 정보를 수신한다(S15). 이 때 HLR/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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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는 UE들의 등록자 정보 및 로밍(roaming)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로서 상기 저장된 UE들의 등록자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requesting) GMLC(111)의 요청에 응답한다. 즉, UE_A(155)의 홈 PLMN 정보를 요청(requesting) GMLC(111)에

게 제공한다(S15).

상기 과정(S15)에서 UE_A(155)의 홈 PLMN 정보를 수신한 요청(requesting) GMLC(111)는 그 홈 PLMN 정보를 이용하

여 UE_A(155)의 홈(home) GMLC(113)에게 UE_A(155)가 위치하고 있는 PLMN의 정보를 요청한다(S17). 그러면 홈

(home) GMLC(113)는 사생활 보호 인증과정(S19)을 수행한 후 HLR/HSS(115)로부터 UE_A(155)의 방문 PLMN 정보를

전달받고(S21, S23) 그 방문 PLMN 정보를 이용하여 UE_A(155)가 방문중인 PLMN의 GMLC(117)에게 UE_A(155)의

위치정보를 요청한다(S25). 이 때 GMLC(117)는 UE_A(155)가 방문중인 PLMN의 GMLC 이므로 '방문(visited) GMLC'

라 칭한다.

그러면 UE_A(155)가 방문중인 PLMN내의 방문(visited) GMLC(117), MSC/SGSN(Mobile-services Switching

Center/Serving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119), 무선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이

하 RAN이라 칭함)(170) 및 UE_A(155)에서는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한다(S27).

통상적으로 이동통신망에서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셀 식별 기법, TDOA 기법 또는 A-GPS 기법 등의 측위 방법이 사용

된다. 따라서 UE_A(155)가 방문중인 PLMN도 상기 세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UE_A(155)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방법들에 의한 위치 측정은 네트워크 자원의 부담이나 위치 계산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

류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위치 측정 방법은 UE가 의사거리 정보와 측위보조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

는 방법(UE based)과, UE가 GPS 위성 신호 획득 보조정보(예컨대, A-GPS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거리 정보를 구한

후 그 의사거리 정보를 상기 UE의 LCS 서비스를 관리하는 해당 RNC에 전달하면 네트워크에서 UE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

법(UE assisted)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 2의 예에서 UE_A(155)의 방문(visited) GMLC(17)로 전달된 UE_A(155) 위치 정보 요청은 MSC/SGSN(119)를 거쳐

RAN(170)으로 전달되는데, 만약 해당 RNC에서 UE_A(155)에게 UE_A(155)의 A-GPS 보조정보를 보내어 UE_A(155)

의 위치를 UE_A(155)에서 계산할 경우 전자(UE based)가 되고, UE_A(155)에서 획득된 GPS 의사거리 정보를 RNC로

보내어 UE_A(155)의 위치를 네트워크에서 계산하게 되면 후자(UE assisted)가 된다.

과정(S27)에서 상기 언급된 두 방법들(UE based 및 UE assisted)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하

였으면 방문(visited) GMLC(117)는 그 결과(UE_A의 위치정보)를 홈(home) GMLC(113)에게 전달한다. 홈(home)

GMLC(113)는 다시 인증과정(S31)을 거친 후 방문(visited) GMLC(117)로부터 전달된 UE_A(155)의 위치 정보를 요청

(requesting) GMLC(111)를 거쳐 클라이언트(160)에게 전달한다(S33, S35).

이와 같은 종래의 이동단말기 위치 결정 방법은 LMU(Location Measeurement Unit) 이나 SMLC(Serving Mobile

Location Center)와 같은 위치계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PLMN망으로 외부 LCS 클라이언트나 UE의 요구에 따른 UE

의 측위 서비스가 요청된 경우 대상 UE에 대한 위치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즉, 대상 UE가 위치한(즉, 방문한)

PLMN에서 측위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기 PLMN망은 대상 UE 또는 LCS 클라이언트의 측위 요청에 대하여

실패를 응답하게 된다.

특히 종래의 이동단말기 위치결정 방법은 LCS의 기본적인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동통신망에서 독립형

(standalone) GPS 측위 보다 향상된 서비스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종래의 이동단말기 위치결정 방법은 사고

지역으로 여행 중이거나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는 UE의 위치 정보를 LCS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없었고, UE가 독립적으로

홈 PLMN에서 제공하는 LCS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행 정보나 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고, UE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단

말기에 저장된 LCS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이동단말기가 속한 통신망이나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

고 이동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측위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이동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등록특허 10-0584430

- 4 -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패킷망을 통해 전달된 위치결정 대상 이동단말기의 홈 통신망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단말기의

측위 보조정보를 생성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효율적이고 정밀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5 목적은 이동단말기가 로밍(roaming)시에도 위치서비스의 연속성(continu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제공

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

여 목표 단말의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에 의거하여 상

기 목표 단말의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 위치정

보를 이용하여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에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방법은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

치한 목표 단말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이 상기 목표 단말의 홈 공중이동통신망

(PLMN)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게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측위보

조정보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

정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치한 상기 목표 단말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

과,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이동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특히 도 3은 위치

결정 대상, 즉 목표 UE(155)의 방문(visited) PLMN(220)이 LC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즉 도

3을 참조하면 대상 UE(155)는 노드 B(221)와 SRNC(Serving RNC)(222)등의 무선 액세스 망(RAN)을 거쳐 이동통신 핵

심망(CN)(210)으로 연결된다. UE(155)의 위치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예컨대, GPS 위성신호로부터 획득된 의사거

리, 위성 식별자 및 GPS 신호 획득시의 기준시간 등 측위에 필요한 정보)은 IP(Internet Protocol) 주소와 함께 캡슐화되

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SGSN(223)와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224)을 거친 후 VLR(Visitor

Location Register)(225)에 저장된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속하는 홈(home) PLMN(230)내의 홈(home) GMLC

(231)로 전달된다.

홈(home) PLMN(230)에서는 내부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여 위치 서비스 인증, 허가 및 UE(155)의 위치 계산을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홈 PLMN(230)은 내부에 SGSN(232), HLR/HSS(233), PPR(Privacy Profile Register, 이하 PPR이

라 칭함)(234) 및 모바일 측위 센터들(Serving MLC(Mobile Location Center)(235), Dedicated MLC(236)) 등의 네트워

크 구성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한편 외부 LCS 클라이언트(external LCS client)(240)는 UE(155)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IMSI, MSISDN, 또는

IP 주소 등의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requesting) GMLC(241)에 접속한 후 홈 GMLC(231)에 LCS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도 4는 외부 LCS 클라

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라 함)(240)가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한 경우 UE_assisted 방식으로 UE_A(155)위치를 계

산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240)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GMLC(241)에게 위치를 알고 싶은 UE에 대한 위치서비스

(LoCation Service, 이하 'LCS'라 함)를 요청한다(S101). 즉, UE_A(155)의 위치정보를 요청한다. 이 때, 클라이언트

(240)는 위치를 알고 싶은 UE의 식별정보를 GMLC(241)에게 전송한다. 한편 GMLC(241)는 UE_A(155)의 위치를 요청

하는 GMLC(241)이므로 도 4에는 'Requesting GMLC'이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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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요청(requesting) GMLC(241)는 전송된 UE의 식별정보(예컨대, IMSI 나 IP 주소 등)를 이용하여 HLR/HSS

(Home Location Register/Home Subscriber Server)(233)에게 UE_A(155)의 홈 PLMN 정보(예컨대, 홈 GMLC(231)

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요청하고(S103) HLR/HSS(233)으로부터 홈 PLMN 정보를 수신한다(S105). 이 때, HLR/HSS

(233)는 UE들의 등록자 정보 및 로밍(roaming)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로서 상기 저장된 UE들의 등록자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requesting) GMLC(241)에 응답한다. 즉, UE_A(155)의 홈 GMLC(231)의 라우팅 정보를 요청 GMLC(241)에게 전

달한다.

상기 과정(S105)에서 UE_A(155)의 홈 GMLC(231)의 라우팅 정보를 수신한 요청 GMLC(241)는 그 라우팅 정보를 이용

하여 UE_A(155)의 홈 GMLC(231)에게 UE_A(155)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S107). 그러면 홈(home) GMLC(231)는 사

생활 보호 인증과정(S109)을 수행한 후 HLR/HSS(233)로부터 UE_A(155)의 방문 PLMN 정보를 전달받는 절차를 수행한

다(S111, S113).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홈 GMLC(231)의 라우팅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S103, S105)과 상기 로밍지역 내에 존재하는 UE_

A(155)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S111, S113)은 요청 GMLC(241)로부터 하나의 라우팅 정보 요청 및 응답

절차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즉, 요청 GMLC(241)에서 대상 UE_A(155)의 홈 GMLC(231) 정보와 요청 시점에서의 UE_A

(155)가 위치해 있는 방문 PLMN으로의 라우팅 정보(예컨대, 방문 GGNS IP 주소)를 동시에 요청하는 방법이다.

상기 라우팅 정보 획득 절차를 거친 후, 홈 GMLC(231)에서는 상기 방문 PLMN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PLMN이 원격영역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115). 즉 방문 PLMN이 A-GP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영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방문

PLMN이 A-GP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영역인 경우 홈 GMLC(231)는 방문 PLMN에 위치한 UE_A(155)에 해당하는 측

위보조정보를 산출한 후(S117) 그 측위보조정보와 함께 UE_A(155)의 위치 정보 요청메시지를 방문 PLMN의 GGSN(방

문 GGSN)(224)으로 전송한다(S119).

이 때, 상기 과정(S117)에서 홈 GMLC(231)는 UE_A(155)의 방문 PLMN 내에서 전달받은 무선국(cell) 식별자를 바탕으

로 해당 UE가 존재하는 셀의 지리적 정보와 GPS 위성 궤도를 계산한 후 이러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UE가 효과적

으로 GPS 신호를 획득하고(UE assisted LCS), 획득된 GPS 로우(raw) 데이터로부터 향상된 위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

는(UE based LCS) 유효한 측위보조정보(예컨대, GPS 항법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산출한다.

또는 상기 과정(S117)을 수행하기 위해 홈 GMLC(231)이 PLMN들의 무선국 식별자에 의해 PLMN들 각각의 지리적 정보

를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를 내장하고, HLR(233)에서 관리하는 방문 PLMN의 대략적인 위치정보(예컨

대, 수원, 대구 등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홈 PLMN(231)이 상기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방문 PLMN의 지리적 정보(예

컨대, 위도, 경도 등)를 검출한 후 그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PLMN의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정(S117)에서 산출된 측위보조정보의 예는 위성 수와 위성 식별자, GPS 위성 기준시간, 전리층 지연 보정 정보,

ephemeris 와 클럭(clock)의 보정정보,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국제협정시) 오프셋, 위성 almanac, 사용 불

가능 위성 리스트 정보, 도플러 모델 계수와 도플러 탐색 윈도우 사이즈, 해당 셀의 개략적 지리 정보, 코드위성(code

phase)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IP 주소와 캡슐화된 패킷으로 방문 GGSN(224)에게 전달된다. 이 때 GGSN

(224)는 UE_A(155)가 방문중인 PLMN의 GGSN 이므로 '방문(visited) GGSN'라 칭한다.

상기 과정(S119)에서 GMLC(231)로부터 GGSN(224)으로 전송되는 메시지(510) 구조의 예가 도 6a에 예시되어 있다. 도

6a를 참조하면 상기 메시지(510)는 LCS 세션 요청 플래그(511), 출발지 IP 주소(512), 목적지 IP 주소(513), 클라이언트

ID(514), 위치계산 타입(type)(515) 및 측위보조정보(516)를 포함한다.

LCS 세션 요청 플래그 필드(511)는 UE_A(155)에게 해당 메시지(510)가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임을 알리기 위한 플래그

를 저장한다. 출발지 IP 주소 필드(512)에는 GMLC(231)의 IP 주소가 저장되고, 목적지 IP 주소 필드(513)에는 UE_A

(155)의 IP 주소가 저장된다. 클라이언트 ID 필드(514)에는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식별번호가 저장

되는데, 이는 UE_A(155)의 위치정보 요청에 대한 인증용으로 사용된다. 위치계산 타입 필드(515)에는 위치계산의 종류

를 저장한다. 즉, 위치계산 타입 필드(515)에는 위치계산을 UE_A(155)에서 수행하는 'UE-based TYPE'인지 또는 UE_A

(155)에서 GPS 의사거리를 측정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GMLC(231)에서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하는 'UE-assisted

TYPE'인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도 4에는 'UE-assisted TYPE'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과정(S119)에서 전

달되는 메시지(510)의 위치계산 타입 필드(515)에는 위치계산 종류가 'UE-assisted TYPE'임을 알리는 정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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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위보조정보 필드(516)에는 GMLC(231)에서 측정된 UE_A(155)의 측위보조정보가 저장되는데 GMLC(231)에서 UE_

A(155)의 단말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선별적인 측위보조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다.상기 과정(S119)에서 GMLC(231)로부

터 도 6a에 예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메시지(510)를 수신한GGSN(224)은 상기 메시지(510)를 MSC/SGSN(223) 및

무선 접속망(RAN)(270)을 거쳐 UE_A(155)에게 전달한다(S121, S123 및 S124). 이 때, 홈 GMLC(231)로부터 UE_A

(155)에게 전달되는 측위보조정보는 네트워크의 가용 자원과 트래픽 상황에 따라 GPS 초기신호 획득을 위한 측위보조정

보 만이 전달되고 나머지 가용 측위보조정보들은 UE_A(155)로부터 의사거리 측정치가 도달했을 때 위치 계산시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홈 GMLC(231)에서 RAN(270)까지의 메시지 전달은 일반적인 GPRS 지원 통신망에서의 패킷 전달방식과 일

치한다. 즉, 메시지(510)는 PDP PDU로 패킷 데이터화되고 GTP(GPRS Tunneling protocol)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캡슐

화된 후, RAN(270)까지 터널링된 전송경로를 따라 RAN(270)으로 전달되며, PDCP(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를 통하여 RAN(270)에서 UE_A(155)의 상위 응용 계층까지 전달된다.

그러면 UE_A(155)는 상기 메시지(510)에 포함된 위치 계산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수행한다. 도 4에서는

'UE-assisted TYPE'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UE_A(155)는 메시지(510)에 포함된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UE_A

(155)의 GPS 의사거리를 측정한다(S125).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RAN(270), MSC/SGGN(223) 및 방문 GGSN(224)를

거쳐 홈 GMLC(231)에게 전달한다(S126, S127, S129 및 S131). 이 때 GPS 의사거리는 홈 GMLC의 IP 주소와 함께 캡슐

화된 후 라우팅 되어 홈 GMLC로 전달된다. 도 6b는 UE_A(155)의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메시지의 형태를 예시한다.

도 6b를 참조하면 UE_A(155)에서 GMLC(231)까지 전달되는 메시지(520)는 LCS 응답플래그(521), 출발지 IP(즉, UE_

A(155)의 IP 주소)(522), 목적지 IP(즉, 홈 GMLC(231)의 IP 주소)(523), 클라이언트 ID(524), 위치 계산 타입(525), UE_

A의 GPS 의사거리(526)를 포함한다. 각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도 6a을 참조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UE_A(155)의 GPS 의사거리를 수신한 홈 GMLC(231)는 상기 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UE_A(155)의 위치를 계

산하고(S133) 그 결과를 요청 GMLC(241)를 거쳐 클라이언트(240) 에게 전달한다(S135, S137).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도 5는 외부 LCS 클라

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라 함)(240)가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한 경우 UE_based 방식으로 UE_A(155)위치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5의 각 과정들(S201 내지 S224)은 도 4의 과정들(S101 내지 S124)와 유사하다. 따라서 상기 과정들(S201 내지 S224)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도 5는 UE-based TYPE의 경우를 예시하므로 과정(S219 내지 S224)에서

GMLC(231)로부터 UE_A(155)까지 전달되는 메시지(510)의 내용이 일부 달라진다. 즉, 메시지(510)의 위치 계산 타입

필드(515)에 위치계산 종류가'UE-based TYPE'임을 알리는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 상기 과정(S219 내지 S224)에서 홈

GMLC(231)에서 RAN(270)까지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도 4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므로 전달방식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면 UE_A(155)는 상기 메시지(510)에 포함된 위치 계산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수행한다. 도 5에서는

'UE-based TYPE'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UE_A(155)는 메시지(510)에 포함된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UE_A

(155)의 GPS 의사거리를 측정한 후 그 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UE_A의 위치를 계산한다(S225). 그리고 그 계산 결과

를 RAN(270), MSC/SGGN(223), 방문 GGSN(224), 홈 GMLC(231) 및 요청 GMLC(241)를 거쳐 클라이언트(240)에게

전달한다(S226, S227, S229, S231, S235 및 S237). 이 때 UE_A(155)의 위치정보는 홈 GMLC의 IP 주소와 함께 캡슐화

된 후 라우팅 되어 홈 GMLC로 전달된다. 도 6c는 UE_A(155)의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메시지의 형태를 예시한다.

도 6c를 참조하면 UE_A(155)에서 GMLC(231)까지 전달되는 메시지(530)는 LCS 응답플래그(531), 출발지 IP(즉, UE_

A(155)의 IP 주소)(532), 목적지 IP(즉, 홈 GMLC(231)의 IP 주소)(533), 클라이언트 ID(534), 위치 계산 타입(535), UE_

A의 위치 정보(536)를 포함한다. 각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도 6a을 참조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므로 구체

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UE_A(155)가 A-GP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영역(일명, 원격 영역 이라 함)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청한 경우 'UE-

assisted'방식으로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UE_A(155)가 위치결정대상 즉 목표

UE가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UE_A(155)가 원격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UE_A(15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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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PLMN에서 제공하는 LCS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행 정보나 지리 정보

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단말기에 저장된 LCS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고 싶을 때이

다.

도 7을 참조하면 UE_A(155)는 자신의 위치를 요청하기 위해 먼저 네트웍에 연결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UE_A

(155)는 무선접속망(RAN)(270)을 거쳐 MSC/SGSN(223)으로 네트웍 연결을 요청하고(S301, S303), MSC/SGSN(223)

으로부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연결 승인을 받은 후(S305) MSC/SGSN(223)과의 인증과정(S307)을 통해 네트웍을 연결한

다. 만일 UE_A(155)가 이미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상기 과정들(S301 내지 S307)은 생략 가능하다.

이와 같이 네트웍에 연결된 UE_A(155)는 무선접속망(270)을 거쳐 MSC/SGSN(223)에게 UE_A(155)의 위치 정보를 요

청한다(S309). 그러면 SGSN(223)은 해당 PLMN이 스스로 측위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예컨대, AGPS 기능을 지원하지 못

함)을 판단하여 VLR(Visitor Location Register)(225)로부터 UE_A(155)의 홈 PLMN에 대한 라우팅 정보(예컨대, 홈

GMLC(231)의 IP 주소)를 전달받은 후(S311, S313) 해당 PLMN의 GGSN(224)에게 UE_A(155)의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

를 전달한다(S315). 이 때, SGSN(223)은 홈 GMLC(231) IP주소를 상기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와 함께 GGSN(224)에게

전달한다.

이 때 GGSN(224)으로 전달되는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의 형식은 도 9a에 예시된 바와 같다. 도 9a를 참조하면 GGSN

(224)으로 전달되는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610)는 LCS 세션 요청 플래그(611), UE_A의 ID(612)(예컨대, IMSI, IP 주소

등), 셀 ID(613), 위치 계산 타입(TYPE)(614)을 포함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측위 QoS(615) 및 해

당 요청 정보의 만료시간 정보(616)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과정(S315)에서 SGSN(223)으로부터 도 9a에 예시된 바와 같은 UE_A(155)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610)와 홈

GMLC의 IP 주소를 수신한 방문 GGSN(224)는 그 IP 주소를 이용하여 홈 GMLC(231)에게 UE_A(155)의 위치를 요청한

다(S317). 즉, 상기 위치정보 요청 메시지(610)를 전달한다. 이 때 상기 위치정보요청 메시지(610)에는 도 9a에 예시된 바

와 같이 원격 A-GPS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정보인 UE_A(155)의 방문 셀에 대한 셀 정보(예컨대, 셀 ID)를 포함한

다.

그러면 홈 GMLC(231)는 HLR/HSS(233)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고(S319), HLR/HSS(233)은 그 요청에

응답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증과 사생활 보호 절차를 수행한 후(S321) 승인 여부를 홈 GMLC(231)에게 전달한다

(S323).

상기 과정(S319 내지 S323)을 거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은 홈 GMLC(231)는 UE_A(115) 측위보조정보를 산출

한 후(S325) 그 측위보조정보를 방문 PLMN의 GGSN(방문 GGSN)(224)으로 전송한다(S327).

이 때, 상기 과정(S325)에서 홈 GMLC(231)는 UE_A(155)의 방문 PLMN 내의 무선국(cell) 식별자를 바탕으로 해당 UE

가 존재하는 셀의 지리적 정보와 GPS 위성 궤도를 계산한 후 이러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UE가 효과적으로 GPS 신

호를 획득하고(UE assisted LCS), 획득된 GPS 로우(raw) 데이터로부터 향상된 위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UE based

LCS) 유효한 측위보조정보(예컨대, GPS 항법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산출한다.

또는 상기 과정(S325)을 수행하기 위해 홈 GMLC(231)이 PLMN들의 무선국 식별자에 의해 PLMN들 각각의 지리적 정보

를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를 내장하고, 홈 PLMN(231)이 상기 방문 PLMN의 무선국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방문 PLMN의 지리적 정보를 검출한 후 그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PLMN에 위치한

UE_A(115)에 해당하는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정(S325)에서 산출된 측위보조정보의 예는 위성 수와 위성 식별자, GPS 위성 기준시간, 전리층 지연 보정 정보,

ephemeris 와 클럭(clock)의 보정정보,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국제협정시) 오프셋, 위성 almanac, 사용 불

가능 위성 리스트 정보, 도플러 모델 계수와 도플러 탐색 윈도우 사이즈, 해당 셀의 개략적 지리 정보, 코드위성(code

phase) 관련 정보 등이 있다.상기 과정(S327)에서 측위보조정보를 수신한 GGSN(224)은 그 측위보조정보를 MSC/SGSN

(223) 및 RAN(270)을 거쳐 UE_A(155)에게 전달한다(S329, S331 및 S333). 이 때 전달된 측위보조정보는 GPS 초기 신

호 획득을 위한 보조정보 만이 전달되고 나머지 가용 정보들은 UE_A(155)로부터 의사거리 측정치가 도달했을 때, 위치

계산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이 때, 상기 홈 GMLC(231)로부터 UE_A(155)로 전달되는 측위보조정보는 도 9b에 예시된

바와 같은 메시지 형태를 갖는다. 도 9b를 참조하면 측위보조정보 전달 메시지(620)는 출발지(홈 GMLC) IP 주소(621),

목적(UE_A) IP 주소(622), 위치계산 타입(623) 및 측위보조정보(624)를 포함한다. 도 7은 'UE-assisted'의 위치계산 방

법을 예시하므로 위치계산 타입 필드(623)에는 위치계산 타입이 'UE-assisted'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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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S333)에서 측위보조정보를 수신한 UE_A(155)는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UE_A(155)의 GPS 의사거리

를 측정한다(S335). 그리고 그 GPS 의사거리를 RAN(270), MSC/SGGN(223), 방문 GGSN(224)를 거쳐 홈 GMLC(231)

에게 전달한다(S337, S339, S341 및 S343). 이 때 GPS 의사거리는 홈 GMLC(231)의 IP 주소와 함께 캡슐화된 후 라우팅

되어 홈 GMLC(231)로 전달된다.

이 때, UE_A(155)에서 홈 GMLC(231)로 GPS 의사거리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형태의 예가 도 9c에 예시되어 있다. 도

9c를 참조하면 GPS 의사거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630)는 출발지(UE_A) IP 주소(631), 목적지(홈 GMLC) IP

주소(632), 위치 계산 타입(633) 및 UE_A의 GPS 의사거리(634)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과정들(S337 내지 S343)에서의 메시지 전달방식은 도 4의 상기 홈 GMLC(231)에서 RAN(270)까지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같이 GTP 프로토콜을 이용한 패킷 데이터 터널링 방식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상기 과정들(S337 내지

S343)을 통해 상기 UE_A(155)의 GPS 의사거리를 수신한 홈 GMLC(231)는 상기 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UE_A(155)

의 위치를 계산하고(S345) 그 결과를 방문 GGSN(224) 및 MSC/SGSN(223)을 거쳐 UE_A(155)에게 전달한다(S347,

S349 및 S351). 또한 홈 GMLC(231)는 상기 계산 결과(예컨대, UE_A 위치정보)를 클라이언트(240)에게 전달할 수도 있

다(S353).

이 때, UE_A(155)의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형태의 예가 도 9d에 예시되어 있다. 도 9d를 참조하면 UE_A의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640)는 출발지(홈 GMLC) IP주소(641), 목적지(UE_A) IP 주소(642), 위치계산 타입

(643) 및 UE_A의 위치정보(644)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로서, 특히, UE_A(155)가 A-GP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영역(일명, 원격 영역 이라 함)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청한 경우 'UE-based'방식으로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UE_A(155)가 원격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도 7의 설명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도 8의 각 과정들(S401 내지 S433)은 도 7의 과정들(S301 내지 S333)와 유사하다. 따라서 상기 과정들(S401 내지 S433)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도 8은 UE-based TYPE의 경우를 예시하므로 과정(S409, S415, S417)에서 전

달되는 메시지(610)의 내용이 일부 달라진다. 즉, 메시지(610)의 위치 계산 타입 필드(623)에 위치계산 종류가'UE-based

TYPE'임을 알리는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 상기 메시지(610)의 전달 방식은 도 7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므로 전

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과정(S433)에서 측위보조정보를 수신한 UE_A(155)는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UE_A(155)의 GPS 의사거리

를 측정한 후 그 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UE_A(155)의 위치를 계산한다(S435).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RAN(270),

MSC/SGGN(223), 방문 GGSN(224) 및 홈 GMLC(231) 를 거쳐 클라이언트(240)에게 전달한다(S437, S439, S441,

S443 및 S445). 이 때 UE_A(155)의 위치정보는 홈 GMLC의 IP 주소와 함께 캡슐화된 후 라우팅 되어 홈 GMLC로 전달

된다. 도 9e는 UE_A(155)의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메시지의 형태를 예시한다. 도 9e를 참조하면 UE_A(155)가 UE_A

(155)의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650)는 출발지(UE_A) IP주소(651), 목적지(홈 GMLC) IP 주소(652), 위치계

산 타입(653) 및 UE_A의 위치정보(654)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 예에서 UE_A(155)는 IP 지원 단말이어야 한다. 즉, UE_A(155)는 캡슐화/디캡슐화

(encapsulation/decapsulation)가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가 속한 통신망이나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동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측위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이동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패킷망을 통해 전달된 위치결정 대상 이동단말기의 홈 통신망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단말기의

측위 보조정보를 생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밀한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가 로밍

(roaming)시에도 위치서비스의 연속성(continu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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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목표 단말의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과,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에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

(PLMN)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이 그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홈 공

중이동통신망(PLMN)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 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서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를 계

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이 그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측정한 후 그 지.피.에스(GPS) 의

사거리를 이용하여 목표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의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이동단말기들의 등록자 정보 및 로밍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로부터 상기 목표 단말의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게이

트웨이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노드(GGSN)에 대한 아이.피(IP)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

치 결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기 목표 단말이 위치하는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의 지리적 정보와 지.피.에스(GPS) 위성 궤도를 계산한 후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유효한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등록특허 10-0584430

- 10 -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은,

공중이동통신망(PLMN)들의 무선국 식별자에 의해 공중이동통신망(PLMN)들 각각의 지리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내장한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이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지리적 정보를 검출하고, 그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공중이동통신

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네트워크의 가용 자원과 트래픽 상황에 따라 지.피.에스(GPS) 초기 신호 획득을 위한 측위보조정보만을 전달하는 과정임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상기 측위보조정보,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및 목표 단말의 아이.피(IP) 정보, 그리고 위치정보요청 명령을 캡슐화하여

전송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9.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치한 목표 단말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이 상

기 목표 단말의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게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측위보조정보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치한 상기 목표 단말의 측위보조정보를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단말이 그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목표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목표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에서 상기 목표단말의 위치를 계

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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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표단말이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목표단말의 지.피.에스(GPS) 의사거리를 측정한 후 그 지.피.에스

(GPS) 의사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목표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2.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이 상기 목표 단말의 홈 공중이동통신망

(PLMN)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가 방문위치등록서버(VLR)로부터 홈 공

중이동통신망(PLMN)의 위치서비스센터(GMLC)에 대한 아이.피(IP) 주소를 수신하여 확인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3.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치한 상기 목표 단말의 측위보조정보

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기 목표단말이 위치하는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의 지리적 정보와 지.피.에스(GPS) 위성 궤도를 계산한 후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유효한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4.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에 위치한 상기 목표 단말의 측위보조정보

를 산출하는 과정은,

공중 이동통신망(PLMN)들의 무선국 식별자에 의해 공중이동통신망(PLMN)들 각각의 지리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내장한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이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소정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의 지리적 정보를 검출하고, 그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공중이동통신

망(PLMN)의 측위보조정보들을 산출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5.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네트워크의 가용 자원과 트래픽 상황에 따라 지.피.에스(GPS) 초기 신호 획득을 위한 보조항법 정보만을 무선 접속망에게

전달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6.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측위보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상기 측위보조정보, 홈 공중이동통신망(PLMN) 및 위치결정대상 단말의 아이.피(IP) 정보, 그리고 위치정보요청 명령을 캡

슐화하여 전송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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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단말의 방문 공중이동통신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이 측위보조정보의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위치정보는

상기 목표 단말이 위치한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의 무선국 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은 상기 목표단말의 위치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에

서 측위보조정보를 제공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2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위치정보는

상기 목표단말이 위치한 방문 공중이동통신망의 무선국 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기의 위치결정 방

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보조정보는 상기 방문 공중이동통신망(PLMN)을 통해서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

의 위치결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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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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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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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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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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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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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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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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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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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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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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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9c

도면9d

도면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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