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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

요약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및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여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의 가입자의 위치

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위치 추적 방법은 외부로부터 가입자의 위치 추적 요청이 수신되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듀얼 스

택 홈위치 등록기로 착신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부터 수신된 착신가입자 정보 및 네트웍정보

를 참조하여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 위치한 단말기인지 동기식 이동통신망에 위치한 단말기인지 판단한 후, 해당하는 이

동통신망으로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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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위치 추적 방법에 의하면 프로토콜이 상이한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망에서 비동기식 이동통신망가입자 및 동기

식 이동통신망 가입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동기식 이동통신망, 위치 추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3은 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는 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동기식 이동통신망 20 :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30 : IP망 40 : SS7망

50 :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60 :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

70 : 공중전화교환망 80 :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

110 : 기지국 120 : 기지국 제어기

130 : 2/2.5G 교환기 140 : 동기식 위치 결정부

150 : 2/2.5G 중계 교환기 160 :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210 : 노드 B 220 : 무선망 제어기

230 : 게이트 교환기 240 : 3G 교환기

250 :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 260 : SGSN

270 : GGS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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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

통신망이 혼재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에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및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여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인터넷이란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이동중에 무선으로 인터넷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

선 인터넷은 단문 문자 정보 서비스(SMS) 방식과 WAP/ME와 같은 브라우저 탑재 방식을 거쳐 최근에는 유선 인터넷과 같

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미들웨어 기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에 따른 더욱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이동성에 기

반한 고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개인화와 이동성을 결합하여 제공될 수 있는 무

선 인터넷 서비스 중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 시스템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 단말 기술, 공간정보 처리 기술 및 다양한 컨텐츠

기술과의 통합 기술로, 주요 서비스로는 사용자의 위치를 검색하고 그 주위의 교통정보를 검색하여 서비스하여 주는 교통

정보 서비스, 고장난 자동차의 위치를 자동 검색하고 견인차를 보내는 차량 긴급상황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부

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실의 위치를 서비스하여 주는 응급상황 서비스,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는 위치기반 지불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깝고 저렴한 또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주유

소, 휴게소, 음식점 등의 위치를 알려 주는 생활정보 서비스 등 수많은 서비스가 있다.

현재의 2세대 및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는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규격이 정의되고 표준화되어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데, 3세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도입됨에 따라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간의 연

동 및 호환이 가능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격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

된 망에서 연속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여 동기식 이동

통신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망에서 연속적인 가입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치 추적 방법을 제공하

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 수신기 탑재 여부 및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요구한 서비스의 정

확도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GPS 기반 또는 셀 기반으로 추적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치 추적 기술은 페이징을 통한 단말의 위치영역정보나 방문위치등록기의 정보를 이용하는 망 기반(셀 기반) 기술과 GPS

수신기를 이용하는 핸드셋 기반 기술로 구별되는데, 셀 기반 방식은 추가 비용 없이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그대로 이

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지국의 셀 크기나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 정확도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핸드셋 기반 방식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GPS 수신기를 추가로 장착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망(듀얼 스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가입자에 대한

위치 추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적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 수신기 탑재 여부 및 위

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요구한 서비스의 정확도에 따라 GPS 기반 방식 또는 셀 기반 방식을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의 주요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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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것과 같이,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은 동기식 이동통신망(10), 비동기식 이동통신망(20), IP망(30), SS7망(40),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D-HLR, 50),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Dual Stack Mobile Positioning Center; D-MPC, 60)

를 포함한다.

동기식 이동통신망(10)은 2/2.5G용 및/또는 2/2.5G와 3G 겸용의 이동 단말기와 무선 구간 통신을 위한 기지국(110), 기

지국(110)의 제어를 위한 기지국제어기(BSC, 120), 하나 이상의 상기 기지국 제어기(120)와 연결되어 호 교환을 위한 2/

2.5G 교환기(2/2.5G MSC)(130), 공중전화 교환망(PSTN)(70)과 2/2.5G 교환기(130) 사이에 연결되어 공중전화 교환망

(70)과 망 연동 및 호 교환을 위한 2/2.5G 중계 교환기(2/2.5G CGS)(150), 상기 기지국제어기(120)와 인터넷 프로토콜

망(IP Network, 30)간에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 160)를 포함한다.또한, 동기

식 이동통신망(10)은 GPS 수신기가 탑재되는 동기식 위치 결정부(Position Determination Entity; PDE, 140)를 더 포함

하여,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60)로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 해당 단말기가

GPS 수신기가 탑재된 단말기인지 확인하여 GPS 수신기가 탑재된 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가 결정되면 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는 이를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전송하며,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60)는 결정된 위도, 경도, 고도로 이루어진 위치 정보를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위치

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 위치 정보를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것은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60)에

서 행하지 않고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치 정보를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듀얼 스택 위치 추적 서비스 센터(60) 또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은 지리 좌표와 실제 지명을 매칭시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GPS 수신기가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동기식 위치 결정부

(140)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기(130)에서 페이징을 통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부터 단말기의 위치 추적 요청을 수신하면, 해당 단

말기 번호를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로 전송하여 단말기 정보를 요청하고, 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로 단말기 정보를

전송하여 위치 추적을 요청하거나, 단말기가 속해 있는 교환기로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동기식 위치 결정부

(140) 또는 교환기로부터 단말기의 위치 추적 결과를 수신하여 이를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

또한, 비동기식 이동통신망(20)은 3G용 및/또는 2/2.5G와 3G 겸용의 이동 단말기와 무선 구간 통신을 위한 기지국으로서

의 노드B(210), 노드B(210)의 제어를 위한 무선망 제어기(RNC, 220), 하나 이상의 상기 무선망 제어기(220)와 연결되어

호 교환을 위한 3G 교환기(3G MSC, 240), 공중전화 교환망(PSTN, 70)과 3G 교환기(240) 사이에 연결되어 공중전화 교

환망(70)과의 망 연동 및 호 교환을 위한 3G 게이트교환기(GMSC, 230), 무선망 제어기(220)와 IP망(30)간에 연결되어

이동 단말기의 위치 트랙(track)을 유지하고 접근 제어 및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

260), IP망(30)과 연결되어 연결된 망의 외부 패킷과의 연동을 지원하고 상기 SGSN과 IP 기반 패킷 도메인 PLMN 백본

망을 매개로 연결된 GGSN(Gatway GPRS Support Node, 270)을 포함한다.또한, 비동기식 이동통신망(20)은 GPS 수신

기가 탑재되는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Serving Mobile Location Center; SMLC, 250)를 더 포함하여, 위치추적 요청 시스

템(80)에 의한 단말기(GPS 수신기가 탑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적 요청을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를

통해 수신하면 GPS 수신기가 탑재된 비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GPS 수

신기가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250)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기(240)에서

페이징을 통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SS7망(40)은 2/2.5G 교환기(130), 2/2.5G 중계 교환기(150), 3G 교환기(240), 3G 게이트교환기(230), SGSN(260) 및

상기 GGSN(270)을 상호 망 연결하여 상호 호 처리 교환을 수행한다.

또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Dual Stack HLR, 50)는 SS7 망(40)과 연결되어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가입자에

대한 위치 등록 등의 호처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여 기존의 2/2.5G 홈위치 등록기의 기능 및 3G 홈위치 등록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부터의 위치추적 요청 메시지 수

신 기능,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로 위치 추적 대상 단말기의 접속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위치 결정부로 위치 추적을 요청하거나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교환기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기능, 위치 결정부

또는 교환기로부터 위치추적 결과를 수신하여 위치추처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듀얼 스택 위

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환경에서 위치추적 대상 단말기의 접속 정

보(어떠한 이동통신망에 로밍하여 서비스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를 통해 조회함으로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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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

재된 환경에서도 이동통신망 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 2는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위치추

적 요청 시스템(80)이 높은 정확도로 즉, GPS 위성 및 수신기에 의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위치 추적 대상이 비동기식 이

동통신 단말기이며, 이 단말기에 GPS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어 이에 의해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추적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MSISDN)

를 전송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면(Location Request)(S101),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

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단말기의 다이얼링 번호(MSISDN)를 확인하고,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50)로 다이얼링 번호(MSISDN)와 함께 해당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SRIFORLCS[MSISDN]; Send Routing

Information for Location Service)(S102).

이를 수신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해당 단말기의 가입자 식별자(IMSI), 가입자 번호 정보(MIN), 단말기가 로밍

되어 있는 네트워크 노드 번호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전송한

다(sriforlcs[IMSI, MIN, Network Node Number](S103).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이 응답 신호로부터 단

말기가 동기식 이동통신망(10) 교환기에 속해 있는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20) 교환기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여(S104), 비

동기식 이동통신망(20) 교환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교환기(240)로 가입자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PROVIDESUBSCRIBERLOCATION)(S105).

이후, 3G 교환기(240)는 단말기 인증을 수행하는데(S106), 이때, 단말기가 타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또

는 타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 PLMN 또는 타 국가로부터의 위치 추적 요청이 허용되는지 인증하

는 단계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G 교환기(240)는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입자 프로파일을 확인하

여, 해당 단말기가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시 이를 통보할 것으로 지정해 둔 경우에는 위치 추적 사실을 단말기로 통보

한다(LCS Location Notification Invoke)(S107). 위치 추적 사실이 단말기로 전송되면 단말기는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통보한다(LCS Location Notification Return Result)(S108).

이에 따라, 교환기(240)는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250)로 해당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Location Report

Control)(S109),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250)는 단말기와 연동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한다(S110). 본 실시예에서, 단말

기는 GPS 수신기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250)는 지정된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는 위치 추적값(단

말기의 위도, 경도, 고도) 및 오차도가 결정되면 이를 3G 교환기(240)로 전송한다(locationreport)(S111).

단말기의 위치를 수신한 교환기(240)는 단계(S105)의 가입자 위치 요구에 대한 응답 신호로서, 단말기의 위치를 듀얼 스

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전송하고(providesubscriberlocation)(S112),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이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Location Result)(S113). 위치 추적값

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 또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은 좌표값과 실제 지명을 매

칭시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도 3은 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높은 정확도로 즉, GPS 위성 및 수신기에 의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위치 추적 대상이 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이며, 이 단말기에 GPS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어 이에 의해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추적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MSISDN)

를 전송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면(Location Request)(S201),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

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단말기의 다이얼링 번호(MSISDN)를 확인하고,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50)로 다이얼링 번호(MSISDN)와 함께 해당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SRIFORLCS[MSISDN]; Send Routing

Information for Location Service)(S202).

이를 수신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해당 단말기의 가입자 식별자(IMSI), 가입자 번호 정보(MIN), 단말기가 로밍

되어 있는 네트워크 노드 번호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전송한

다(sriforlcs[IMSI, MIN, Network Node Number](S103).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이 응답 신호로부터 단

말기가 동기식 이동통신망(10) 교환기에 속해 있는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20) 교환기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여(S204),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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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 이동통신망(10) 교환기(130)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로 가입자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GPOSREQ[POSREQTYPE, ESN, MIN, MSCID])(GPOSREQ; Geo Position Request)(S205). 이에 따라, 동기

식 위치 결정부(140)는 2/2.5G 교환기(130)로 위치 추적을 요구하며, 2/2.5G 교환기(130)는 해당 단말기로 위치 추적을

위한 자원 및 채널을 할당한다(S206). 여기에서, 위치 추적을 위한 단말기로 자원 및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S206)에서는

SMDPP(SMS Delivery Point to Point) 및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이용하며, 메시지 흐름 절차는 IS-801-1 규격을 따른

다.

이후, 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는 단말기와 연동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한다(S207). 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는 단말

기의 정확한 위도, 경도 및 고도 좌표를 추출하여, 단말기의 위치 추적값을 허용된 오차 범위 내로 보정한다(S208). 단말기

의 위치가 결정되면, 동기식 위치 결정부(140)는 단계(S205)의 가입자 위치 요구에 대한 응답 신호로서, 단말기의 위치를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전송하고(gposreq[POSINFO, POSRESULT])(S209),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이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한 후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Location

Result)(S210).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 또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은 좌표값과 실제

지명을 매칭시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후, 위치 추적을 위해 단말기로 할당한 자원 및 채널을 해제한다(S211).

도 4는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위치

추적 대상이 비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이고,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낮은 정확도로 위치추적을 요청하여 단말기의 위치

를 셀 기반 방식으로 추적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

(60)로 추적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MIN)를 전송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면(Location

Request)(S301),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MIN)를 확인하고,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로 단말기 식별 번호(MIN)와 함께 해당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다(PAGEREQ[MIN])(S302).

이를 수신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해당 단말기가 로밍해 있는 3G교환기를 확인한 후, 해당 교환기(240)로 위치

정보 요청 신호, 가입자 상태 및 현재 위치 정보와 함께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요청한다

(PROVIDESUBSCRIBERINFORMATION[Locationinfo, SubscriberState, CurrentLocation]) (S303).본 실시예에서,

위치 추적 대상이 되는 단말기는 GPS 수신기가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이므로, 단말기의 위치는 페이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S304). 셀 기반 단말기 위치 추적 방법으로는 기지국에서 단말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의 도래각을 측정하여 단말기

의 위치를 측정하는 AOA(Angle Of Arrival) 방법, 전파의 도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단

말기의 위치를 구하는 TOA(Time Of Arrival) 방법,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전파 도달 시각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단말기의 위치를 수신한 교환기(240)는 홈 위치 등록기로 가입자 정보 및 가입자 상태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위

치 추적값을 전송하고(providesubscriberinfo[Subscriberinfo, SubsctriberState])(S305),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해당 단말기의 위치 추적값을 단말기가 속해 있는 교환기의 ID, 지역 ID와 함께 전송하며(pagereq[MSCID,

LocationAreaID])(S306),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이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한 후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Location Result)(S307).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 또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은 좌표값과 실제

지명을 매칭시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단계(S304)에서 단말기의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pagereq메시지에 실패 원인을

설정하여(ACCDEN)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동기식 이동통신망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위치

추적 대상이 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이고,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낮은 정확도로 위치 추적을 요청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셀 기반 방식으로 추적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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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추적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MIN)를 전

송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면(Location Request)(S401),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치추

적 요청 시스템(80)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MIN)를 확인하고,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로 식별 번

호(MIN)와 함께 해당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PAGEREQ[MIN])(S402).

이를 수신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해당 단말기가 로밍해 있는 2/2.5G 교환기를 확인한 후, 해당 교환기(130)로

단말기의 다이얼링 번호 및 기기번호를 전송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요청한다(PAGEREQ[MIN, ESN])

(S403).본 실시예에서, 위치 추적 대상이 되는 단말기는 GPS 수신기가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이므로, 단말기의 위치는 페

이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S404). 셀 기반 단말기 위치 추적 방법으로는 기지국에서 단말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의 도

래각을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AOA(Angle Of Arrival) 방법, 전파의 도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파 전

달 시간을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하는 TOA(Time Of Arrival) 방법,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전파 도달 시각의 상대

적인 차이를 이용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단말기의 위치 추적값을 수신한 교환기(130)는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로 단말기가 로밍해 있는 교환기의

ID, 지역 ID를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 추적값을 전송하고(pagereq[MSCID, LocationAreaID])(S405),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로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S406). 이어서,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

터(60)는 단말기의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한 후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한다(Location

Result)(S407).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 또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은 좌표값과 실제

지명을 매칭시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계(S404)에서 단말기의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50)는 pagereq메시지에 실패 원인

(ACCDEN)을 설정하여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 내지 도 5에서 설명한 위치 추적 방법에서,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60)는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80)으로 단

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한 후 단말기의 위치 추적 내역을 기록한 PDR(Position Detail Record)를 생성하는 과정을 더 수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위치 추적 대상이 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에 존재하는지 동기식 이

동통신망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GPS 수신기가 탑재 여부 및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요구한 서비스의 정확도에

따라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

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

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

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

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망에서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및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여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가입자 및 동기식 이동통신망 가입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GSP 수신기 탑재 여부 및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요구한 서비스의 정확도에 따라 적절

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프로토콜이 상이한 망간의 연동에 의해 세대간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 위치 결정부를 구비하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기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

동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

적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를 조회하여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 정보 및 위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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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인하며,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

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듀얼 스

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구비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으로서,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위치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전송하여 가입

자 단말기의 위치를 GPS 위성 및 GPS 수신기에 의해 추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확인하여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

하는 단계;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단말기의 로밍 정보와, 가입자 식별자, 가입자 번호, 단말기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노드 번호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단말기가 로밍된 교환기를 확인하여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교환기에 로밍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비동기식 교환기로 가입자 위치 추적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로 상기 단말기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에 GPS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상기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가 상기 단말기와 연동하여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동기

식 교환기가 상기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또는 국가로부터의

위치 추적 요청이 허용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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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비동기식 위치 결정부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동기

식 교환기가 상기 단말기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확인하여, 상기 단말기가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상태를 통보할 것으로

지정해 둔 경우, 위치 추적 사실을 단말기로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이후,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 내역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

치 추적 방법.

청구항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위치 추적값을 수신한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9.

각각 위치 결정부를 구비하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기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

동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

적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를 조회하여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 정보 및 위치 정

보를 확인하며,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

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듀얼 스

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구비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으로서,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위치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전송하여 가입

자 단말기의 위치를 GPS 위성 및 GPS 수신기에 의해 추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확인하여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

하는 단계;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단말기의 로밍 정보와, 가입자 식별자, 가입자 번호, 단말기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노드 번호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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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단말기가 로밍된 교환기를 확인한 결과 상기 단말기가 동기식 이동통신망 교

환기에 속해 있고 상기 단말기에 GPS, 수신기가 장착된 경우, 해당 동기식 위치 결정부로 가입자 위치 추적을 요구하는 단

계;

상기 동기식 위치 결정부가 상기 동기식 교환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단말기로 자원 및 채널을 할당되는 단계;

상기 동기식 위치 결정부가 상기 단말기와 연동하여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상기 동기식 위치 결정부가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보정한 후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

비스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단말기로 자원 및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SMDPP(SMS Delivery Point to Point) 및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2.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이후,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 내역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

치 추적 방법.

청구항 13.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4.

제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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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위치 추적값을 수신한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5.

각각 위치 결정부를 구비하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기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

동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

적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를 조회하여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 정보 및 위치정

보를 확인하며,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

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듀얼 스

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구비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으로서,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위치추적 대상 비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전송

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를 셀 기반으로 추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확인하여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단

계;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단말기가 로밍해 있는 교환기를 확인한 결과 상기 단말기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교

환기에 접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로 가입자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페이징에 의해 상기 기지국이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로 전송함에 따라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 위치 정보를 전송

하는 단계; 및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비동기식 교환기로 가입자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요구와 함께 가입자 상태 및 현재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

적 방법.

청구항 17.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AOA(Angle Of Arrival) 방법, TOA(Time Of Arrival) 방법,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

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8.

제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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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정보

및 가입자 상태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19.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단말기가 속해 있는 교환기의 ID, 지역 ID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

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단말기의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위치 파악 실패 원인을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

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1.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이후,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 내역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

치 추적 방법.

청구항 22.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3.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위치 추적값을 수신한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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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위치 결정부를 구비하는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기 동기식 및 비동기식 이

동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

적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를 조회하여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 정보 및 위치정

보를 확인하며,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상기 단말기가 로밍되

어 있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듀얼 스

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를 구비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위치 추적 방법으로서,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위치추적 대상 비동기식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전송

하여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를 셀 기반으로 추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확인하여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단

계;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단말기가 로밍해 있는 교환기를 확인한 결과 상기 단말기가 동기식 이동통신망 교환

기에 접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동기식 교환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페이징에 의해 상기 기지국이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동기식 교환기로 전송함에 따라 상기 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로 상기 동기식 교환기로부터 수신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5.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교환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기의 다

이얼링 번호 및 기기번호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6.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AOA(Angle Of Arrival) 방법, TOA(Time Of Arrival) 방법,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

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7.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로

밍해 있는 교환기의 ID, 지역 ID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8.

등록특허 10-05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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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교환기가 상기 듀얼 스택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기의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위치 파악 실패 원인을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29.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방법.

청구항 30.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듀얼 스택 위치추적 서비스 센터가 상기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

기 위치 추적값을 수신한 위치추적 요청 시스템이 상기 위치 추적값을 실제 지명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

얼 스택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의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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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