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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치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위치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위치 서비스 방법은 사용자 평면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표 단

말에 대한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여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를 목표 단말에 제공한다. 목표 단말은 상기 네트워크 개체 접속 정보를 통하여 네트워크 개체에 긴급 위

치 측정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개체는 긴급 위치 측정 개시 요청에 따라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

환하면서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해당 위치 정보를 목표 단말 및 긴급 상황

처리 센터로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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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사용자 평면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긴급 위치 측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목표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는 E-SLP(Emergency SUPL Location Platform)의 주소 및 상기 E-SLP 내에서 실제

위치 정보의 계산을 수행하는 E-SPC(Emergency SUPL Positioning Center)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상기 목표 단말과 상기 E-SPC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논-프록시 모드와, 상기

목표 단말과 상기 E-SPC가 상기 E-SLP 내의 E-SLC(Emergency SUPL Location Center)를 거쳐 통신할 수 있는 프록

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모드 정보가 상기 논-프록시 모드일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상기 E-SPC의 주소이고, 상기 접

속 모드 정보가 프록시 모드일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상기 E-SLP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개체로 위치 측정 개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네트

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에 의하여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를 상기 목표 단말 및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지점

에 위치하는 긴급 상황 처리 센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

법.

청구항 7.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목표 단말의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E-SLP가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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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SLP가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E-SLP에 의하여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발생되어 H-SLP

(Home-SUPL Location Platform)에 의하여 최초로 수신된 뒤 상기 E-SLP로 전송된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H-SLP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H-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로밍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판별결과 로밍일 경우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V-SLP(Visited SUPL Location Platform)로 전송하고,

로밍이 아닐 경우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홈 네트워크의 E-SLP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이 로밍이 아닐 경우,

상기 SUPL RESPONSE 송신 단계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E-SLP가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V-SLP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방문 네트워크의 E-SLP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 송신 단계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E-SLP가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V-SLP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V-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H-SLP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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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E-SLP에 의하여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직접 전송된 메시지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E-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

팅 정보를 검색하여 H-SLP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E-SLP가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판별된 H-SLP로 전송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호출 정보를

상기 H-SLP로 알리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E-SLP

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H-SLP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상기 목표 단말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6.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E-SLP, H-SLP 및 V-SLP간에 전송되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 및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RLP(Roaming Location Protocol) 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7.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의 주소 및 상기 E-SLP 내에 구비된 E-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 보다 상기 목표 단말에 더 근접한 SLP가 존재할 경우,

상기 SLP의 주소 및 상기 SLP내에 구비된 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 및 프록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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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의 개시를 요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

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의 계산이 완료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 메시지는 MLP(Mobile Location Protocol) EMEREP(Emergency Location Report) 메시

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E-SLP와 다를 경우, 상기 네트워크 개체는 상기 E-SLP로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일반 위치 서

비스 요청에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상기 SUPL START 메시지의 소정 필드에 삽입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상기 필드에 액티브(Active)/낫액티브(Not-Active)의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필드에 삽입된 값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일반 위치 서비스 요청에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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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이 현재 속한 셀 정보 및 요구되는 위치 정보의 서비스질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E-SLP 및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한 SLP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셀 정보를 위치 정보

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E-SLP는 상기 변환된 위치 정보가 상기 서비스질을 만족할 경우 상기 변환된 위치 정보를 상기

목표 단말 및 상기 목표 단말에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

비스 방법.

청구항 31.

SUPL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단말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긴급 호출할 E-SLP의 주소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상기 취득된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E-SLP로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E-SLP로부터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 개체와 접속하고, 상기 네트워크 개체로부터 요청되는 위치 측정 관련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에 상기 E-SLP의 주소를 질의하여, 상

기 주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DNS 서버의 주소를 얻기 위하여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

버에 질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프로비저닝(Provisioning)에 의하여 상기 단말 내에 미리 저장된 상기 주

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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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에 저장된 주소 정보는, 상기 단말이 생산되는 시점에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외부의 개

체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및 상기 단말의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방

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미리 정해진 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단말 내에서

상기 주소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7.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단말의 고유 정보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단말 내에서

상기 주소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정보는 상기 단말의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내에 존재하는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UICC로부터 상기 IMSI 값을 읽어 들이는 단계;

상기 IMSI 값에서 소정 비트를 추출하여, MCC(Mobile Country Code)값 및 MNC(Mobile Network Code)값으로 구분하

는 단계;

상기 구분된 MCC값 및 MNC값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E-SLP의 도메인 주소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구성된 도메인 주소에 긴급 호출용 개체임을 나타내는 식별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1.

SUPL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SUPL 에이전트로부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E-SLP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E-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가 포함된 SUPL INIT 메시지를 상

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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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에이전트는 긴급 상황 처리 센터 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SUPL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R-SLP(Requesting SLP)에 의하여 수신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MLP EME_LIR(Emergency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5.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의 전송 단계는,

상기 R-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로밍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판별 결과, 상기 목표 단말이 로밍이면 상기 목표 단말이 속한 방문 네트워크의 E-SLP로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전송하고, 로밍이 아니면 상기 목표 단말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의 E-SLP로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R-SLP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HLR(Home Location Register) 및 HSS(Home Subscriber

Server)에 접속하여, 상기 로밍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R-SLP는 H-SLP와 인터널 통신을 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 및 상기 목표 단말의 룩

업 테이블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R-SLP로부터 상기 E-SLP로 전송되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RLP ERLIR(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9.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E-SLP는 상기 R-SLP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H-SLP로 송신하고, 상기 H-SLP

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E-SLP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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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H-SLP는 R-SLP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1.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E-SLP로부터 상기 H-SLP로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RLR ERLIR 메시지 및 RLP

SSRLIR(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 형태의 SUPL START 메시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H-SLP로부터 상기 E-SLP로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는 RLR ERLIA(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 및 RLP SSRLIA(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

형태의 SUPL RESPONSE 메시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의 주소 및 상기 E-SLP 내에 구비된 E-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5.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보다 상기 목표 단말에 더 근접한 SLP가 존재할 경우,

상기 SLP의 주소 및 상기 SLP 내에 구비된 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6.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 및 프록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7.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의 개시를 요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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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의 계산이 완료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E-SLP와 다를 경우,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상

기 E-SLP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E-SLP는 상기 전송된 SUPL END 메시지를 H-SLP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61.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 메시지 전송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R-SLP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RLP ERLIA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R-SLP가 상기 수신된 RLP ERLIA 메시지를 MLP EME_LIA(Emergency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로

변환하여 상기 SUPL 에이전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방법.

청구항 62.

목표 단말에 대한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목표 단말이 속한 네트워크를 검출하여 상기 긴급 위치 측

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SLP;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SLP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측정에 필요한

접속 정보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제공하는 E-SL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E-SLP는 규격화된 고유한 주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단말은 상기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

지를 상기 E-SLP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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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5.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SLP와 E-SLP간에는 RLP 메시지를 통하여 상호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시스

템.

청구항 66.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E-SLP는 상기 SLP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치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보안 사용자 평면 위치(SUPL : Secure User

Plane Location)에 기반 한 긴급 위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위치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에서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는 목표하는 단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여, 그 위치 정보를 필

요로 하는 네트워크상의 개체(Entity)에 제공하는 통신망 서비스를 의미한다. 위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

스들, 예를 들면, 교통 정보 서비스, 위치 정보 서비스, 날씨 정보 서비스, 차량 항법 서비스, 긴급 구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현 형태와 동작 절차는 네트워크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최근에는 위치 서비스 관련 통신 규약을 표준화하여 이종 네트워크에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일예로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이 있다.

SUPL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평면(User Plane)을 통하여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평면 기반의 통신

규약이다. 예를 들어, SUPL에서는 A-GPS(Assisted-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위치 보조 정보의 전달 및 이동

단말과 네트워크 사이의 위치 기술(Positioning Technology) 관련 프로토콜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자 평면 데이터 베어

러(User Plane Data Bearer)를 사용한다.

이러한 SUPL 기반의 위치 서비스는 SUPL 에이전트(Agent), SUPL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한 단말인 SET(SUPL Enabled

Terminal) 및 SLP(SUPL Location Platform)가 포함된 SUPL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상기 SUPL 에이전트는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액세스하는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를 의미한

다. SUPL 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 SET 내에 존재할 수도 있다.

상기 SET은 SUPL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단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ET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에서의 UE(User Equipment),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나 IS-95

(Inter Standard-95)에서의 MS(Mobile Station), 또는 SET 기능이 내재된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나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ce) 등의 이동 통신 단말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SET은 사용자 평면 베어러를 통하여 SUPL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SUPL에서 정의된 절차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SET 중 현재 위치 측정의 목표가 되는 SET을 목표

SET(Target SET)이라 칭하기도 한다.

상기 SLP는 SUPL 서비스의 관리 및 목표 SET의 위치 결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개체로서, SPC(SUPL Positioning

Center)와 SLC(SUPL Location Center)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SPC는 SET의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개체이며, SLC는

SPC가 가지는 위치 계산 기능 이외에 SLP의 역할들, 예를 들면 로밍, 리소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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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ET은 SLC를 거쳐 SPC와 접속하거나, SPC에 바로 접속하여 통신할 수도 있는데, 전자와 같이 SET이 SLC를 거쳐

SPC와 접속하는 접속 모드를 프록시 모드(Proxy Mode)라 하며, 후자와 같이 SET이 SPC와 직접 접속하는 접속 모드를

논-프록시 모드(Non-Proxy Mode)라 한다. 이러한 프록시 모드 또는 논-프록시 모드를 통하여 SET과 SPC가 접속되면

상호간의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SPC에서는 SET의 위치 계산이 수행될 수 있다.

한편, 이동 단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위치 서비스는 그 특성 상 사용자가 긴급하게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긴급 호출

(Emergency Call)에 대한 신속한 처리 여부가 서비스의 효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조난이

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긴급하게 현재 위치를 요청할 경우 긴급 호출을 통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나, 긴

급 호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할 경우 서비스의 효용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용자 평면 기반의 통신 규약에는 긴급 호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으며, 긴급 호출을 성립시키기 위

한 SUPL 네트워크의 구조 및 해당 구조에서의 호출 절차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의 SUPL 위치 서비스 처

리 절차에 의하면 SET의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가 시작 되는 SET 개시 케이스(SET Initiated Case)의 경우, 항상 SET이

자신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의 SLP로 먼저 접속하여 해당 위치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

우 긴급 호출이 SET으로부터 요청될 때 해당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SET이 홈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로밍(Roaming)을 한 경우 SET이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긴급 호

출의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SUPL 위치 서비스 처리 절차에 의하면 SET이 위치

측정 요청을 위해서 먼저 홈 네트워크의 SLP로 접속하여야 하므로, 해당 요청이 홈 네트워크의 SLP를 통하여 현재 SET

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SUPL 네트워크 구조 및 위치 서비스 절차로는 SET이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요청되는 긴급 호출 서

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긴급 호출의 특성 상 사용자가 다른 사업자 네트워크로 로밍을 하였거나

또는 로밍 어그리먼트(Agreement)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 네트워크에서도 위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 호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평면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위치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데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또한, 목표 단말에 대한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평면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

는데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은, 사용자 평면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긴급 위치 측정 메시지

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 서비스 방법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개체로 위치 측정 개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

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 개체에 의하여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를 상기 목표 단말 및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는 긴급 상황 처리 센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주소 정보는 E-SLP(Emergency SUPL Location Platform)의 주소 및 E-SPC(Emergency SULP Positioning

Center)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이때 상기 E-SLP는 긴급 위치 서비스의 관리 및 목표 SET의 위치 결정을 담당하는 네트

워크 개체로서, E-SPC(Emergency SUPL Positioning Center)와 E-SLC(Emergency SUPL Location Center)로 구성

될 수 있다. 여기서 E-SPC는 목표 SET의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개체이며, E-SLC는 SPC가 가지는 위치 계산 기능 이외

에 SLP의 역할들, 예를 들면 로밍, 리소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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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상기 E-SPC와 상기 목표 단말이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논-프록시 모드와, 상기 E-SPC와 상기 목표

단말이 상기 E-SLP 내의 E-SLC를 거쳐 통신할 수 있는 프록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상기 접속 모드 정보가 상기 논-프록시 모드일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상기 E-SPC의 주소이고, 상기 접속 모드 정보가 프

록시 모드일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상기 E-SLP 주소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은, SUPL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목표

단말의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E-SLP가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E-SLP가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E-SLP에 의하여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발생되어 H-SLP(Home-SUPL

Location Platform)에 의하여 최초로 수신된 뒤 상기 E-SLP로 전송된 메시지일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H-SLP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H-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로밍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판별결과

로밍일 경우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V-SLP(Visited SUPL Location Platform)로 전송하고, 로밍이 아닐

경우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홈 네트워크의 E-SLP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표 단말이 로밍이 아닐 경우, 상기 SUPL RESPONSE 송신 단계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E-SLP가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V-SLP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방문 네트워크의 E-SLP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 송신 단계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E-SLP가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V-SLP로 전송

하는 단계와; 상기 V-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H-SLP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전송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E-SLP에 의하여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직접 전송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위치 서비스 방법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E-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H-SLP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E-SLP가 상기 수신된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판

별된 H-SLP로 전송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호출 정보를 상기 H-SLP로 알리는 단계; 및 상기 H-SLP가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SUPL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E-SLP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이때, 상기 H-SLP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상기 목표 단말의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E-SLP, H-SLP 및 V-SLP간에 전송되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 및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RLP

(Roaming Location Protocol) 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될 수 있다.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의 주소 및 상기 E-SLP 내에 구비된 E-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 개

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 보다 상기 목표 단말에 더 근접한 SLP가 존재할 경우, 상기 SLP의 주소 및 상기 SLP내에

구비된 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다. 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 및 프록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위치 서비스 방법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의 개시를 요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위치 정보의 계산이 완료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

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긴급 메시지

는 MLP(Mobile Location Protocol) EMEREP (Emergency Location Report) 메시지일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E-SLP와 다를 경우, 상기 네트워크 개체는 상기 E-SLP로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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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일반 위치 서비스 요청에 관련

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상기 SUPL START 메시지의 소정 필드에 삽입된다. 상기 긴급 호출 표시 정보

는 상기 필드에 액티브(Active)/낫액티브(Not-Active)의 형태로 삽입될 수 있다. 또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필드에 삽입된 값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일반 위치 서비스 요청에 관련된 메시지인

지를 구분할 수도 있다.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상기 목표 단말이 현재 속한 셀 정보 및 요구되는 위치 정보의 서비스질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기 E-SLP 및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한 SLP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셀 정보를 위치 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이때 상기 E-SLP는 상기 변환된 위치 정보가 상기 서비스질을 만족할 경우 상기 변환된 위치 정보를 상기 목표

단말 및 상기 목표 단말에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은, SUPL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단말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긴급

호출할 E-SLP의 주소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와; 상기 취득된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E-SLP로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E-SLP로부터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

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 개체와 접속하고,

상기 네트워크 개체로부터 요청되는 위치 측정 관련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단말은 DNS(Domain Name System) 서버로 상기 E-SLP의 주소를 질의하여 상기 주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DNS 서버의 주소를 얻기 위하여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에 질의할 수

도 있다.

또한, 상기 단말은 프로비저닝(Provisioning)에 의하여 미리 저장된 상기 주소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단말

에 저장된 주소 정보는 상기 단말이 생산되는 시점에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외부의 개체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주

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및 상기 단말의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저장될 수 있

다.

한편, 단말은 미리 정해진 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주소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상기 단말의 고

유 정보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주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고유 정보는 상기 단말의 UICC

(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내에 존재하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값일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주소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UICC로부터 상기 IMSI 값을 읽어 들이는 단계와; 상기 IMSI 값에서 소정 비트를

추출하여, MCC(Mobile Country Code)값 및 MNC(Mobile Network Code)값으로 구분하는 단계와; 상기 구분된 MCC값

및 MNC값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E-SLP의 도메인 주소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

성된 도메인 주소에 긴급 호출용 개체임을 나타내는 식별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은, SUPL 기반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SUPL

에이전트로부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E-SLP로 전송

하는 단계; 및 상기 E-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가 포함된 SUPL INIT

메시지를 상기 목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SUPL 에이전트는 긴급 상황 처리 센터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상기 SUPL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R-SLP(Requesting SLP)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SUPL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

정 요청은 MLP EME_LIR(Emergency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일 수 있다.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의 전송 단계는, 상기 R-SLP가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로밍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판별 결과, 상기 목표 단말이 로밍이면 상기 목표 단말이 속한 방문 네트워크의 E-SLP로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전송하고, 로밍이 아니면 상기 목표 단말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의 E-SLP로 상기 긴급 위치 측

정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R-SLP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HLR(Home Location Register) 및 HSS(Home Subscriber Server)에 접속하여, 상

기 로밍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R-SLP는 H-SLP와 인터널 통신을 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라우팅 정보 및 상

기 목표 단말의 룩업 테이블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검색할 수 있다. 상기 R-SLP로부터 상기 E-SLP로 전송되는 상기 긴

급 위치 측정 요청은 RLP ERLIR(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일 수 있다.

등록특허 10-0748513

- 14 -



상기 E-SLP는 상기 R-SLP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H-SLP로 송신하고, 상기 H-SLP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E-SLP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H-SLP는 R-SLP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E-SLP로부터 상기 H-SLP로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은 RLR ERLIR 메시지 및 RLP SSRLIR(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 형태의 SUPL START 메시지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H-

SLP로부터 상기 E-SLP로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는 RLR ERLIA(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

시지 및 RLP SSRLIA(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 형태의 SUPL RESPONSE 메시지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접속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 및 접속 모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네트

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의 주소 및 상기 E-SLP 내에 구비된 E-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보다 상기 목표 단말에 더 근접한 SLP가 존재할 경우, 상기 SLP의 주소

및 상기 SLP 내에 구비된 SPC의 주소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다. 상기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 및 프록시 모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한편, 상기 위치 서비스 방법은, 상기 목표 단말로부터 상기 긴급 위치 측정의 개시를 요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위치 정보의 계산이 완료되면,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

크 개체가 상기 목표 단말과 근접한 긴급 상황 처리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E-SLP와 다를 경우, 상기 네트워크 개체는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상기 E-SLP로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E-SLP는 상기 전송된 SUPL END 메시지를 H-SLP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긴급 메시지 전송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개체가 상기 R-SLP로 상기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RLP ERLIA 메시지

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R-SLP가 상기 수신된 RLP ERLIA 메시지를 MLP EME_LIA(Emergency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로 변환하여 상기 SUPL 에이전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서비스 시스템은, 목표 단말에 대한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목표 단말이

속한 네트워크를 검출하여 상기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SLP;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SLP

로부터 전송되는 긴급 위치 측정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목표 단말의 위치 측정에 필요한 접속 정보를 상기 목표 단

말로 제공하는 E-SLP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E-SLP는 규격화된 고유한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목표 단말은 상기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E-SLP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SLP와 E-SLP간에는 RLP 메시지를 통

하여 상호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E-SLP는 상기 SLP 내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도면에 예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내용의

명료성을 위하여 특정한 기술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선택된 특정 용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각

각의 특정 용어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모든 기술 동의어를 포함함을 밝혀둔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SUPL 네트워크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

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인 SET(300)은 자신이 원래 등록되어 있는 홈 네트워크(Home Network)(100)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홈 네트워크(100)를 벗어나 로밍을 통하여 다른 네트워크 내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SET(300)

이 홈 네트워크(100)가 아닌 다른 영역에 위치하였을 때, 그 SET이 현재 속해있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방문 네트워크

(Visited Network)(200)라 칭한다.

각각의 네트워크(100, 200)는 고유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연동되는 SLP(110, 210), E-SLP(Emergency-SLP)(120,

220) 및 PSAP(Public Safety Answer Point)(130, 230)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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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홈 네트워크(100)의 SLP(110)는 H-SLP(110)로, 방문 네트워크(200)의 SLP(210)는 V-SLP(210)로 칭하기로 한

다. 또한, H-SLP(110)가 구비하는 SPC(114)와 SLC(112)는 H-SPC(114) 및 H-SLC(112)로 각각 칭하며, 같은 개념으

로 V-SLP(210)가 구비하는 SPC(214)와 SLC(212)는 V-SPC(214) 및 V-SLC(212)로 각각 약칭하기로 한다.

상기 E-SLP(120, 220)는 SET(300)에 의한 긴급 호출 시에 소정의 메시지 전송 절차에 따라 SET(300)과 접속하여 SET

(300)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고, 계산된 위치 정보를 SET(300) 또는 PSAP(130, 230)로 통보하는 긴급 위치 측정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E-SLP(120, 220)는 긴급 호출 전용 SLP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SLP(120, 220)는 E-SPC(Emergency-SPC)(124, 224) 및 E-SLC(Emergency-SPC)(122, 222)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E-SPC(124, 224)는 긴급 호출 시에 SET(300)의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E-SLC(122, 222)

는 SPC(124, 224)가 가지는 위치 계산 기능 이외에 E-SLP의 역할들, 예를 들면 리소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E-SLP(120, 220)는 네트워크 마다 별도로 존재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 독립적(Independent)일 수도 있다. 즉,

하나의 E-SLP가 다수의 네트워크의 영역을 커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 1에서는 홈 네트워크(100)와 방문 네

트워크(200) 내에 E-SLP(120, 220)를 각각 개별적으로 도시하였지만, 실시환경에 따라서는 하나의 E-SLP가 홈 네트워

크(100)의 영역과 방문 네트워크(200)의 영역 내에 속한 SET들의 긴급 위치 측정을 모두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각 네트워크의 영역 내에 속한 SET들의 긴급 호출에 따른 긴급 위치 측정을 처리할 수 있는 E-SLP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SET이 어느 네트워크에 속하더라도 그 SET의 긴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E-SLP는 적어

도 하나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E-SLP(120, 220)는 해당 네트워크(100, 200)의 SLP(110, 210) 내에 존재할 수도 있다. 즉, H-SLP(110) 또는 V-

SLP(210)가 E-SLP(120, 220)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E-SLP(120, 220)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

다. 여기서, 상기 E-SLP(120, 220)가 E-SPC(124, 224) 및 E-SLC(122, 222)로 구성되는 경우, E-SPC(124, 224)의 기

능은 SPC(114, 214)에서, E-SLC(122, 222)의 기능은 SLC(112, 212)에서 각각 수행될 수 있다.

한편, E-SLP(120, 220)는 규격화된 고유한 주소, 예를 들면 "emergency.slp@lge.com"등과 같은 도메인 주소 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E-SLP의 주소는 프로비져닝(Provisioning) 통하여 SET(300) 내에 미리 저장되거나, DNS 질의에 의

하여 검출되거나, 약속된 규칙에 의하여 SET 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SET(300)은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자

신에 속한 네트워크(100, 200)를 담당하는 E-SLP(120, 220)에 다이렉트로 긴급 호출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PSAP(130, 230)는 E-SLP(120, 220)로부터 SET(300)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긴급 상황을 처리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PSAP(130, 230)는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응급 센터 등의 서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PSAP(130, 230)는 앞서 설명한 E-SLP(120, 220)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독립적일 수 있다. 즉, 하나의 PSAP가 다수

의 네트워크의 영역을 커버할 수도 있고,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수의 PSAP가 존재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H-SLP, V-SLP, E-SLP, PSAP 간의 통신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한 메시지에 의하여 구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하에서 개시될 실시예들에서는 RLP(Roaming Location Protocol), MLP(Mobile Location Protocol)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개념은 아니며 실시환경에 따라서는 RLP, MLP 외에도 다양한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SUPL 네트워크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상기

SUPL 네트워크에서 목표 SET(300)에 대한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서비스 시스템은 H-SLP(110),

V-SLP(210), E-SLP(120, 220)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목표 SET(300)의 로밍 여부에 따라 구성 개체는 달라질 수 있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SUPL 네트워크의 구성을 토대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긴급 호출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

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1>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로서, SET이 논-로밍

(Non-Roaming)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때의 긴급 호출 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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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로밍 케이스에서는 방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표 SET, H-SLP 및 E-SLP가 긴

급 위치 측정 과정에 참여한다. 즉, 목표 SET에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서비스 시스템은 H-SLP 및

홈 네트워크의 긴급 위치 측정을 담당하는 E-SLP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목표 SET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따라 위치 서

비스를 요청하는 주체가 되는 동시에, 위치 측정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SET 개시 케이스(SET Initiated Case)에서는

SUPL 에이전트가 SET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먼저, 목표 SET은 긴급 호출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Packet Switched Network) 또는 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Circuit Switched Network)에 데이터 커

넥션(Data Connection)을 요청하여 데이터 커넥션 셋업을 수행한다(단계:S11). 이때 상기 네트워크는 3GPP(3G

Partnership Project, 비동기식) 또는 3GPP2(3G Partnership Project -2, 동기식) 네트워크 등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커넥션의 셋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SET은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H-SLP로 전송

하여 긴급 위치 측정을 요청한다(단계:S12). 이때, SUPL START 메시지에는 세션 ID(session id), 위치 ID(lid : location

id), 서비스질 정보(qop), SET 성능 정보(SET capabilities), 긴급 호출 표시 정보(Emergency Indication)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션 ID는 목표 SET의 긴급 호출에 의하여 시작되는 SUPL 세션을 나타내는 식별자 정보이다. 위치 ID는 현재 목표 SET

이 속한 셀의 ID 즉, 기지국의 ID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치 ID를 이용하면 목표 SET의 현재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서비스질 정보는 긴급 호출에 따라 요구되는 위치 정보의 질(Quality)을 의미하는 정보로서, 예를 들면 요구

되는 위치 정보의 레졸루션(Resolution) 정보 등 일 수 있다.

SET 성능 정보는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및 위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위치 측정 방법으로는 SET 지원 A-GPS(SET Assist A-GPS), SET 기반의 A-GPS(SET based A-GPS,

Cell-ID 법) 등이 있다. 또한, 상기 위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의

RRLP(Radio Resource Location service Protocol),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RRC

(Radio Resource Control),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TIA-801 등이 있다.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전송되는 SUPL START 메시지가 긴급 호출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통상의 SUPL START 메시지에 소정 비트의 필드를 추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필드를 지정하여

삽입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필드에 삽입되는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해당 SUPL 메시지가 긴급 호출에 관련되었는지 관련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액티브(Active)/낫액티브(Not-Active)의 형태로 다양하게 삽입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긴급 호출 요청 케이스

의 경우 상기 필드에 액티브값("Active" or "1" or "True" 등)을 삽입하고, 일반적인 상업용 위치 서비스(Commercial

Location Service) 케이스의 경우 낫액티브값("Not-Active" or "0" or "False" 등)을 삽입함으로써, 해당 SUPL 메시지가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아니면 일반 위치 서비스 요청에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긴급 호출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emergency_event" 등과 같은 형태로도

삽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긴급 호출 서비스 케이스의 경우 상기 필드에 소정의 값을 삽입하고, 일반적인 상업용 위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기 필드를 엠프티(Empty) 상태로 두어, 해당 SUPL 메시지가 긴급 호출에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긴급 호출 관련 메시지에는 일반적인 상업용 위치 서비스 관련 메시지보다 높은 우선순위(Priority)를

줄 수 있다.

한편, SUPL START 메시지가 H-SLP로 전송되면, H-SLP는 목표 SET의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를 검색하여

목표 SET의 로밍 여부를 판별한다(단계:S13). 이를 위하여 H-SLP는 자신에게 등록된 SET들의 로밍 상태를 판별할 수

있도록 라우팅 정보를 관리한다. 아울러 H-SLP는 자신에게 등록된 SET들이 SUPL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SET 룩업 테이블(Set Lookup Table)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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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 1 실시예는 SET이 논-로밍 케이스인 경우이므로, H-SLP는 목표 SET이 현재 논-로밍 상태임 즉, 홈 네트워크 영

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H-SLP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RLP(Roaming

Location Protocol)을 통하여 E-SLP로 포워딩(Forwarding)한다(단계:S14). 즉, SUPL START 메시지를 RLP SSRLIR

(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의 형태로 E-SLP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어서, E-SLP는 전송된 RLP SSRLIR 메시지에 응답하여, 자신의 주소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RLP

SSRLIA(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의 형태로 H-SLP에 전송한다(단계:S15).

상기 주소 정보는 E-SLP로 접속 가능한 주소, 예를 들면 E-SLP의 IP 주소나 URL 주소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논-프록시

모드의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E-SPC의 주소가 될 수 있다.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에는 E-SLP 주소 정보와 더불어 세션-ID(session id), 접속 모드 정보(SLP mode)가 포함

된다. 이때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와 프록시 모드를 구분하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SUPL RESPONSE 메

시지에는 E-SLP가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이어, H-SLP는 E-SLP로부터 전송된 RLP SSRLIA 메시지 형태의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 SUPL

RESPONSE 메시지를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단계:S16). 따라서, 목표 SET은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

다.

목표 SET은 SUPL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E-SLP로 위치 측정 절차의 개시를 요

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실제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단계:S17). 이때, 만약 논-프록시 모드

의 경우에는 SUPL POS INIT 메시지를 E-SPC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Session id), 위치 ID(lid), SET 성능 정보(SET capabilities) 등이 포함된다.

상기 SET 성능 정보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예를 들면 SET 지원 A-GPS, SET 기반

의 A-GPS 등과, 위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정보, 예를 들면 RRLP, RRC 또는 TIA-801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SLP는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SET 성능 정보를 토대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사용할 위치 측정

방법 및 관련 프로토콜을 결정한 뒤, 목표 SET과 위치 측정을 위한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교환하여 목표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단계:S18).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E-SLP는 그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pos result)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하

여 목표 SET에 전송하고,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린다(단계:S19). 상기 SUPL END 메시지에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세션 ID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E-SLP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이벤트 정보(eme_event)를 MLP(Mobile Location

Protocol)을 통하여 PSAP로 전송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다(단계:S20). 즉, MLP EMEREP(Emergency

Location Report) 메시지를 PSAP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때, MLP EMEREP 메시지에는 목표 SET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이벤트 트리거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이벤트 트리거 정보는 현재 전송되는 긴급 이벤트 정보가 해당 긴급 이벤트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송되는 정보인지 아

니면 마지막으로 전송되는 정보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이다. 특정 목표 SET에 대한 위치 측정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PSAP에 전송되는 긴급 이벤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수 개가 전

송될 수 있기 때문에, PSAP으로 전송되는 긴급 이벤트 정보는 그 첫 번째 정보와 마지막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벤트 트리거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MLP EMEREP 메시지는, 일예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merep ver="3.0.0">

<eme_event eme_trigger="EME_ORG">

<eme_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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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d>461011678298</msid>

<pd>

<time utc_off="+0300">20020623010003</time>

<shape>

<CircularArea srsName="www.epsg.org#4326">

<coord>

<X>30 27 45.3N</X>

<Y>45 25 50.78E</Y>

</coord>

<radius>15</radius>

</CircularArea>

</shape>

</pd>

</eme_pos>

</eme_event>

</emerep>

예시된 MLP EMEREP 메시지를 참조하면, 긴급 이벤트 정보(eme_event)는 이벤트 트리거 정보(eme_trigger)에 의하여

오리지네이션(Origination)한 정보인지 릴리즈(Release)한 정보인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예시된 긴급 이벤트 정보(eme_

event)의 경우 그 이벤트 트리거 값이 "EME_ORG"이므로 오리지네이션 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만약, 릴리즈 한 정보의

경우에는 "EME_REL"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오리지네이션한 정보란 목표 SET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된 긴급 이벤트 중 처음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하고, 릴

리즈한 정보란 마지막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시된 긴급 이벤트 정보는 처음으로 전송되는 긴급

이벤트 정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후에도 해당 긴급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반면, 릴리즈한 정보가 수신될 경우에는 해당 긴급 이벤트는 종료됨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송되는 긴급

이벤트 정보가 오리지네이션한 정보도 아니며 릴리즈한 정보도 아닐 경우에는 이벤트 트리거 정보는 생략될 수 있다.

또한, 긴급 이벤트 정보(eme_event)에는 목표 SET의 위치 정보(eme_pos)가 포함된다. 예시된 MLP EMEREP 메시지를

참조하면, 긴급 이벤트 정보 내에는 목표 SET의 id(ms_id), 목표 SET이 속해있는 영역 값(Circular Area), 목표 SET의

X/Y 좌표 값(coord) 및 반경 값(radius) 등으로 이루어진 목표 SET의 위치 정보(eme_pos)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H-SLP 또는 E-SLP에서는 목표 SET으로부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 내에 포함된 위치 ID를 통하여 목표

SET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된 값이 서비스질 정보(qop)를 만족할 경우 E-SLP와 목표 SET

간의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에 의한 위치 측정 과정(단계:S18)은 생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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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H-SLP는 목표 SET에 의한 SUPL START 메시지 전송(단계 S12) 후, SUPL START 메시지 내에 포함된 위

치 ID를 이용하여 목표 SET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 값을 계산하고, 이를 E-SLP로 전송한 뒤 긴급 위치 측정을 위한 SUPL

세션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면, E-SLP는 H-SLP로부터 전송된 위치 값을 MLP EMEREP 메시지를 삽입하여 PSAP로 전

송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H-SLP가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하여 SUPL START 메시지를 E-SLP로 포워딩하고, E-SLP가

SUPL START 메시지 내에 포함된 위치 ID를 이용하여 목표 SET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 값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E-SLP는 그 계산된 위치 값을 세션 종료를 알리는 RLP SSRLIA 메시지에 포함시켜 H-SLP로 전송하고, PSAP에는 계산

된 위치 값이 포함된 MLP EMEREP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서, 목표 SET이 논-로밍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경우의 긴

급 호출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긴급 호출은 사용자가 타 지역을 방문할 때 즉, 로밍 상태일 때 더

욱 절실히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제 2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에서는 목표 SET이 로밍 상태일 경우의 SUPL에 기

반한 위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2>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로서, 목표 SET이 로

밍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때의 긴급 호출 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제 2 실시예는 SET으로부

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SET 개시 케이스의 경우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밍 케이스에서는 현재 목표 SET이 속해있는 방문 네트워크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목표 SET,

H-SLP, V-SLP 및 E-SLP가 긴급 위치 측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 경우 목표 SET에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위치 서비스 시스템은 H-SLP, V-SLP 및 방문 네트워크의 긴급 위치 측정을 담당하는 E-SLP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목표 SET은 긴급 호출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나 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에 데이터 커넥션을 요청하여 데이터 커넥션 셋업(Data Connection Setup)

을 수행한다(단계:S31). 이때 상기 네트워크는 3GPP 또는 3GPP2 네트워크 등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커넥션의 셋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SET은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H-SLP로 전송

하여 긴급 위치 측정을 요청한다(단계:S32).

이때, SUPL START 메시지에는 SET의 긴급 호출에 의하여 시작되는 SUPL 세션의 세션 ID(session id), 현재 목표 SET

이 속한 셀 ID인 위치 ID(lid), 요구되는 서비스질 정보(qop),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및 위치 측정에 사용되

는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하는 SET 성능 정보(SET capabilities),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긴급 호출임을 나타내는

긴급 호출 표시 정보(Emergency Indication)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앞서 설명한 실시예 1에

서처럼 통상의 SUPL START 메시지에 소정 비트의 필드를 추가하거나, 여분의 특정 필드를 지정하여 삽입할 수 있다.

SUPL START 메시지가 H-SLP로 전송되면, H-SLP는 목표 SET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목표 SET의 로밍 여부를 판

별한다(단계:S33). 본 제 2 실시예는 SET이 로밍 케이스인 경우이므로, H-SLP는 목표 SET이 현재 로밍 상태임 즉, 방문

네트워크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H-SLP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RLP을

통하여 V-SLP로 포워딩한다(단계:S34). 즉, SUPL START 메시지를 RLP SSRLIR 메시지의 형태로 V-SLP에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면, V-SLP는 전송된 RLP SSRLIR 메시지를 E-SLP로 포워딩한다(단계:S35).

이어서, E-SLP는 V-SLP로부터 전송된 RLP SSRLIR 메시지에 응답하여, 자신의 주소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지를 RLP SSRLIA 메시지의 형태로 V-SLP에 전송한다(단계:S36). 그러면 V-SLP는 전송된 RLP SSRLIA 메시지를

H-SLP로 포워딩한다(단계:S37).

이때 상기 주소 정보는 E-SLP로 접속 가능한 주소, 예를 들면 E-SLP의 IP 주소나 URL 주소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논-

프록시 모드의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E-SPC의 주소가 될 수 있다.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에는 E-SLP 주소 정

보와 더불어 세션-ID(session id), 접속 모드 정보(SLP mode)가 포함된다. 이때 접속 모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와 프록

시 모드를 구분하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SUPL RESPONSE 메시지에는 E-SLP가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이 포함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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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H-SLP는 V-SLP로부터 전송된 RLP SSRLIA 메시지 형태의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 SUPL

RESPONSE 메시지를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단계:S38). 따라서, 목표 SET은 SUPL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

다.

목표 SET은 SUPL RESPONSE 메시지에 의하여 전송된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E-SLP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실제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단계:S39). 이때, 만약 논-프록시 모드의 경우에는 SUPL POS INIT

메시지를 E-SPC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위치 ID, SET 성능 정보 등이 포함된다. 상기 SET 성능 정보에는 앞서 언급했

듯이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예를 들면 SET 지원 A-GPS, SET 기반의 A-GPS 등과, 위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정보, 예를 들면 RRLP, RRC 또는 TIA-801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SLP는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SET 성능 정보를 토대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사용할 위치 측정

방법 및 관련 프로토콜을 결정한 뒤, 목표 SET과 위치 측정을 위한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교환하여 목표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단계:S40).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E-SLP는 그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pos result)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하

여 목표 SET에 전송하고,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린다(단계:S41). 상기 SUPL END 메시지에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세션 ID, 위치 ID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E-SLP는 계산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긴급 이벤트 정보를 MLP EMEREP 메시지를 통하여 PSAP로 전송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다(단계:S42). 이때, MLP EMEREP 메시지의 긴급 이벤트 정보에는 앞서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했듯이, 이벤트 트리거 정보, 단말기 정보 및 목표 SET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한편, H-SLP, V-SLP 또는 E-SLP 중의 어느 하나는 목표 SET으로부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 내에 포함된 위치

ID를 통하여 목표 SET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된 값이 서비스질(qop)을 만족시킬 경우 E-

SLP와 목표 SET간의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에 의한 위치 측정 과정(단계:S40)은 생략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V-SLP는 H-SLP로부터 RLP를 통하여 SUPL START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ID를 이용하여 목표 SET의 대략

적인 현재 위치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위치 값이 요구되는 서비스질을 만족할 경우, 계산된 위치 값을 E-SLP로 전송한 뒤

긴급 위치 측정을 위한 SUPL 세션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면, E-SLP는 H-SLP로부터 전송된 위치 값을 MLP EMEREP

메시지를 삽입하여 PSAP로 전송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V-SLP가 RLP를 통하여 SUPL START 메시지를 E-SLP로 포워딩하고, E-SLP가 SUPL START

메시지 내에 포함된 위치 ID를 이용하여 목표 SET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 값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만약, 계산된 위

치 값이 요구되는 서비스질을 만족할 경우, E-SLP는 그 계산된 위치 값을 세션 종료를 알리는 RLP SSRLIA 메시지에 포

함시켜 H-SLP로 전송하고, PSAP에는 계산된 위치 값이 포함된 MLP EMEREP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서, 목표 SET이 로밍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경우의 긴급 호

출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였다. 상기 제 2 실시예에서는 목표 SET이 E-SLP로 접속하기 위하여 홈 네트워크

의 H-SLP 및 방문 네트워크의 V-SLP를 경유하였다.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시 목표 SET이 다이렉트로 E-SLP와 접속

가능하다면 좀더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제 3 실시예에서는 목표 SET이 E-SLP와 다이렉트로 접

속할 수 있는 위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3>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로서, SET이 로밍 상

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때의 긴급 호출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제 3 실시예에서는 목표 SET 및 E-SLP가 긴급 위치 측정 과정에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H-SLP가 목표 SET의 관리 또는 인증을 위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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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E-SLP는 미리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ID, 예를 들면 "emergency.slp@lge.com"등과 같은 도메인 이름을 가지는데,

이러한 E-SLP 주소를 이용하면 목표 SET은 H-SLP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E-SLP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SET은 긴급 호출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E-SLP의 주소를 얻어야 한다.

목표 SET이 E-SLP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목표 SET이 DNS 질의를 통

하여 E-SLP의 주소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도 5는 목표 SET이 DNS 질의를 통하여 E-SLP의 주소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목표 SET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현재 속해있는

네트워크에 데이터 커넥션을 요청하여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단계:S70).

이어서, SET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로 DHCP 질의를 전송하여 DNS 서버의 주소를 요청

한다(단계:S71). 이때 추가적으로, 상기 전송되는 DHCP 질의에는 해당 DHCP 질의가 긴급 호출용임을 명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DHCP 서버는 목표 SET의 질의에 응답하여 DNS 서버의 주소를 제공한다(단계:S72).

DNS 서버의 주소가 목표 SET으로 제공되면, 목표 SET은 제공된 주소로 DNS 질의를 전송하여 E-SLP의 주소를 요청한

다(단계:S73). 이때 목표 SET은 자신이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E-SLP의 주소를 할당받기 위하여 목표 SET이 위

치한 지역 정보, 예를 들면 Cell-id 등을 DNS 질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 DNS 서버는 그 질의에 응답하여 적절한 E-

SLP의 주소를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단계:S74).

한편, 목표 SET이 E-SLP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목표 SET이 미리 약속된 규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E-

SLP의 주소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실제 E-SLP의 주소는 목표 SET에 의하여 생성되는 주소에 부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생성 방법은 목표 SET 내에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가 존재하는 경

우와, UIC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목표 SET 내에 UICC가 존재하는 경우, UICC 내의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값을 이용하여

E-SLP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도 6은 IMSI의 통상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예시도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IMSI는 통상적으로 MCC(Mobile

Country Code), MNC(Mobile Network Code) 및 MSIN(Mobile Subscriber Identification Number)로 구성된다. 이때,

MCC는 단말이 속한 국가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로서 보통 3비트로 이루어진다. 또한 MNC는 단말의 HPLMN(Home

Public Land Mobile Network)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로서 2비트 내지 3비트로 이루어진다. MSIN은 PLMN 내에서 사용

자를 구분하는 코드이다.

목표 SET은 이러한 IMSI 값들 중 MCC와 MNC의 값을 통하여 E-SLP 주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표 SET은 내

장되어 있는 UICC의 IMSI 값을 읽어 들인 다음, MNC가 2비트인지 3비트인지에 따라 IMSI 값의 처음 5비트 또는 6비트

를 추출하여 MCC와 MNC로 분리한다. 이어, 추출된 MCC 및 MNC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구성한다.

"[mnc + 추출된MNC값][mcc + 추출된MCC값].pub.3gppnetwork.org"

또한, 여기에 긴급 위치 측정임을 명시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e-slp"를 상기 도메인 이름 앞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E-SLP 주소를 완성한다.

"e-slp.[mnc + 추출된MNC값][mcc + 추출된MCC값].pub.3gppnetwork.org"일례로, IMSI의 값이

"123456789999999"라면 이 경우 MCC 값은 "123"이고 MNC 값은 "456"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E-SLP의 주소는,

"e-slp.[mnc+456][mcc+123].pub.3gppnetwork.org"이 될 것이다.

한편, 목표 SET 내에 UIC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 호출용으로 미리 설정된 MCC 값 및 MNC 값을 이용하여 E-

SLP의 주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긴급 호출용으로 미리 설정된 MCC 값이 "119", MNC 값이 "119"로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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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해당 값을 적용하여, "e-slp.[mnc+119][mcc+119].pub.3gppnetwork.org"와 같은 E-SLP 주소를 생성할 수 있

다. 또한, 목표 SET 내에 UICC가 존재하더라도 미리 설정된 긴급 호출용 MCC 값 및 MNC 값이 있다면, 그 긴급 호출용

MCC 값 및 MNC 값을 이용하여 E-SLP의 주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한편, 목표 SET이 E-SLP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목표 SET 내에 프로비저닝을 통하여 미리 E-SLP의 주

소를 저장해 놓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로밍 지역별로 미리 지정된 E-SLP의 주소를 SET 내에 저장해 놓고, SET이 긴급

호출을 요청할 때는 현재 속해 있는 네트워크의 긴급 위치 측정을 담당하는 E-SLP의 주소를 찾아 바로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SET에 각각의 E-SLP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SET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E-SLP 주소를 SET에 저장

하는 방법, 서비스 동안에 통신 사업자 또는 위탁 개체를 통하여 SET에 저장된 E-SLP의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서비

스 가입 과정에서 SET 내에 각각의 E-SLP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목표 SET은 E-SLP 주소를 SUPL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

서, 이를 토대로 도 4에 도시된 긴급 위치 서비스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목표 SET은 긴급 호출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

고 있는 경우,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나 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에 데이터 커넥션을 요청하여 데이터 커넥션 셋업(Data

Connection Setup)을 수행한다(단계:S51).

이때 목표 SET은 DNS 질의를 통하여 "emergency.slp@lge.com"와 같은 형태로 미리 정해진 E-SLP의 주소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이 E-SLP 주소는 미리 약속된 규칙에 따라 목표 SET 내에서 생성될 수도 있으며, 네트워

크 사업자별로 목표 SET 내에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DNS 질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데이터 커넥션의 셋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SET은 긴급 호출 표시 정보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를 E-SLP로 전송

하여 긴급 위치 측정을 요청한다(단계:S52).

이때, SUPL START 메시지에는 SET의 긴급 호출에 의하여 시작되는 SUPL 세션의 세션 ID(session id), 현재 목표 SET

이 속한 셀 ID인 위치 ID(lid), 요구되는 서비스질 정보(qop),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및 위치 측정에 사용되

는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하는 SET 성능 정보(SET capabilities), 상기 SUPL START 메시지가 긴급 호출임을 나타내는

긴급 호출 표시 정보(Emergency Indication)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목표 SET은 자신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의 ID를 HPLMN ID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E-SLP가

목표 SET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 및 H-SLP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UPL START 메시지가 E-SLP로 전송되면, E-SLP는 목표 SET의 라우팅 정보를 검색하여 목표 SET의 로밍 여부를 판

별한다(단계:S53). 본 제 3 실시예는 SET이 로밍 케이스인 경우이므로, E-SLP는 목표 SET이 현재 로밍 상태임 즉, 방문

네트워크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E-SLP가 목표 SET의 홈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

은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E-SLP는 목표 SET의 단말기 ID(ms id)를 통하여 목표 SET의 홈 네트워크를 판별한

다. 이때 목표 SET으로부터 HPLMN ID가 전송될 경우에는 MPLMN ID를 통하여 더욱 용이하게 홈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

이어서, E-SLP는 H-SLP로 목표 SET의 긴급 호출 정보를 RLP를 통하여 알린다(단계:S54). 즉,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RLP SSRLIR 메시지의 형태로 H-SLP에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면, H-SLP는 상기 RLP SSRLIR 메시지를 수신

하였음을 RLP SSRLIA 메시지를 통하여 E-SLP에 알린다(단계:S55).

상기 과정(단계:S54~단계:S55)은 긴급 호출 처리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통신 사업자(Operator) 또는

국가의 경우, 긴급 호출일지라 하더라도 홈 네트워크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홈 네트

워크에 등록된 목표 SET의 특수 상태를 알리는 일종의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이어서, E-SLP는 실제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을 수행할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가 포함된 SUPL RESPONSE 메시

지를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단계: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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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정보는 상기 E-SLP 자신의 주소일 수도 있지만, 만약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더 용이

한 E-SLP(예를 들어, 목표 SET에 더 가까운 E-SLP)가 존재한다면 그 E-SLP의 주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E-SLP가 아

니더라도 목표 SET에 가까운 V-SLP나 H-SLP가 존재할 경우 해당 SLP의 주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접속 모드가 논-프

록시 모드일 경우 상기 주소 정보는 E-SPC를 비롯한 V-SPC, H-SPC 등의 주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목표 SET은 최초에 접속한 E-SLP의 주소를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 위치 측정을 위해서는 E-SLP로부터 제공되

는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야 한다. 이때, 만약 상기 E-SLP가 자신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

개체(예를 들면, V-SLP, H-SLP, 다른 E-SLP)를 지정하였다면 해당 네트워크 개체는 목표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

후 원래의 E-SLP에 그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 제 3 실시예에서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E-SLP가 그대로 실제 위치 측정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에는 E-SLP의 주소 정보와 더불어 세션-ID 및 접속 모드 정보가 포함된다. 이때 접속 모

드 정보는 논-프록시 모드와 프록시 모드를 구분하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SUPL RESPONSE 메시지에는 그 E-

SLP가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목표 SET은 SUPL RESPONSE 메시지에 의해 전송된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E-SLP로 위치 측정 절차의 개시를 요

청하는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실제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단계:S57). 이때, 만약 접속 모드가

논-프록시 모드일 경우에는 SUPL POS INIT 메시지를 E-SPC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위치 ID, SET 성능 정보 등이 포함된다. 상기 SET 성능 정보에는 앞서 제 1

실시예 또는 제 2 실시예에서도 언급했듯이 목표 SET이 지원하는 위치 측정 방법, 예를 들면 SET 지원 A-GPS, SET 기

반의 A-GPS 등과, 위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정보, 예를 들면 RRLP, RRC 또는 TIA-801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E-SLP는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SET 성능 정보를 토대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사용할 위치 측정

방법 및 관련 프로토콜을 결정한 뒤, 목표 SET과 위치 측정을 위한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교환하여 목표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단계:S58).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E-SLP는 그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pos result)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하

여 목표 SET에 전송하고,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린다(단계:S59). 상기 SUPL END 메시지에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세션 ID, 위치 ID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E-SLP는 계산된 위치 정보를 MLP EMEREP 메시지를 통해 PSAP로 전송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다(단계:S60). 이때, 제 1 실시예에서 처럼 MLP EMEREP 메시지에는 이벤트 트리거 정보, 단말기 정보 및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한편, E-SLP는 상기 목표 SET 위치 계산 과정(단계:S58)에 앞서, 목표 SET으로부터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목표 SET의 위치 ID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목표 SET의 위치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위치 값이 요구되는 서비스질

정보(qop)를 만족할 경우에는 그 계산된 위치 값을 SUPL END 메시지에 포함시켜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 목표 SET의 위치 계산 과정(단계:S58)은 필요 없게 된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에서, 목표 SET이 DNS 질의, 내부 생성 또는 미리 저장된 E-SLP의 주소를

이용하여 E-SLP와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는 처리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 3 실시예는 신속한 처리를 중요

시하는 긴급 호출의 특성 상 더욱 효율적인 위치 서비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2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를 통하여, 사용자가 로밍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일련의 절차를 통해 E-SLP와 사용자

단말이 접속 가능하므로 사용자 평면 기반의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사용자가 로밍 어그리먼트가 존재하

지 않는 지역 내에 있더라도 긴급 호출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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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설명한 제 1 실시예, 제 2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는 SUPL 에이전트가 목표 SET 내에 존재하여, 목표 SET으로

부터 SUPL을 통한 위치 측정 절차가 시작되는 SET 개시 케이스의 경우였다. 따라서 이하의 제 4 실시예 및 제 5 실시예

에서는 네트워크로부터 위치 측정 절차가 시작되는 네트워크 개시 케이스(Network Initiated Case)에서의 긴급 호출에 따

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제 4 실시예와 제 5 실시예에는 첨부된 도 7과 도 8을 참조하는데, 상기 도 7과 도 8에 도시된 메시지의 요소 중에는

"?"라는 기호가 부가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때, "?"는 Optional의 의미로서, "?"가 부가된 요소들은 해당 메시지에 선택적

으로 삽입될 수 있다.

<실시예 4>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로서, SET이 논-로밍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프록시 모드일 때의 긴급 위치 측정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제 4 실시예는 목표 SET이

PSAP 또는 EC(Emergency Center)와 긴급 호출을 수립한 뒤, PSAP 또는 EC내에 존재하는 SUPL 에이전트로부터 위치

측정 절차가 시작되는 네트워크 개시 케이스의 경우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로밍 케이스에서는 방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표 SET, PSAP(또는 EC, 이하에

서는 PSAP으로 통칭), R-SLP(Requesting SLP), H-SLP 및 E-SLP가 긴급 호출 처리 과정에 참여한다. 이때, R-SLP는

네트워크에서 SUPL 절차가 시작될 경우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처음으로 접속하는 SLP를 의미한다.

먼저, 목표 SET은 PSAP와 긴급 호출을 수립한다(단계:S81). 이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호출(Voice Call) 또

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호출(Data Call) 등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통한 긴급 호출 어플리케이션(Emergency Call Application)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이어서, PSAP의 SUPL 에이전트는 R-SLP로 긴급 위치 측정을 요청하는 MLP EME_LIR(Emergency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단계:S82). 이때, MLP EME_LIR 메시지는 목표 SET의 단말 ID(ms-id), GSM

네트워크 파라미터(gsm_net_param, GSM을 사용할 경우), 트랜스액션 ID(trans_id), ESRD(Emergency Service

Routing Digits), ESRK(Emergency Service Routing Key) 등이 포함된다.

이때, 상기 트랜스액션 ID는 동일한 목표 SET에 대하여 복수의 위치 측정이 요청될 때 이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ID이다.

ESRD는 긴급 호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일종의 관리 코드이다. ESRK는 PASP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관리 코드이다.

아울러, 상기 MLP EME_LIR 메시지에는 요구되는 서비스질 정보(eqop), 위치 서버의 위치 정보(geo_info), 위치 타입 정

보(loc_type), 푸시주소 정보(Pushaddr) 등이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이때, 위치 타입 정보란 제공되는 위치 정보가 현재의

정보인지 과거의 정보인지 또는 초기 정보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위치 타입 정보는 "Current",

"Last", "Last or Current", "Current or Last", "Initial" 등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푸시주소 정보는 푸시를 통하여 위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주소이다. 예를 들면, 푸시 주소는 도메인 이름 등이 될 수 있다.

MLP EME_LIR 메시지가 R-SLP로 전송되면, R-SLP는 자체적으로 목표 SET이 등록된 홈 네트워크의 HLR(Home

Location Register) 또는 HSS(Home Subscriber Server) 등에 접속하여, 현재 목표 SET이 로밍 중인지의 여부를 판별하

고 목표 SET이 SUPL을 지원하는 단말인지를 판별한다(단계:S83). 이때, R-SLP는 H-SLP와 인터널 통신(Internal

Communication)으로 연동하여, 목표 SET의 라우팅 정보 또는 목표 SET의 룩업 테이블을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R-SLP는 현재 목표 SET이 속해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E-SLP를 찾을 수 있다.

이어서, R-SLP는 RLP ERLIR(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E-SLP로 전송한다(단

계:S84). 이때, RLP ERLIR 메시지는 단말 ID(msid)를 포함하며, 부가적으로는 ESRD, ESRK, 서비스질 정보(eqop), 위치

서버의 위치 정보(geo_info), 위치 타입 정보(Loc_type)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E-SLP는 R-SLP로부터 전송된 RLP ERLIR 메시지를 H-SLP로 포워딩하거나, SUPL START 메시지를 RLP-SSRLIR 메

시지를 통하여 H-SLP로 전송한다(단계:S85). 그러면, H-SLP는 그에 응답하여 RLP ERLIA(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 또는 SUPL RESPONSE 메시지를 RLP SSRLIA 메시지를 통하여 E-SLP로 전송한

다(단계: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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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단계:S85~단계:S86)은 긴급 위치 측정 처리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통신 사업자 또는 국

가의 경우, 긴급 호출일지라 하더라도 홈 네트워크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홈 네트워

크에 등록된 목표 SET의 특수 상태를 알리는 일종의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이어서, E-SLP는 SUPL INIT 메시지를 목표 SET으로 전송한다(단계:S87). 이때 SUPL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session id), 사용할 위치 측정 방법(posmethod), 위치 측정을 실시할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 및 접속 모드 정보(SLP

mode)를 전달한다. 이때, 상기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는 E-SLP 자신의 주소일 수도 있지만, 논-프록시 모드의 경우에는

E-SPC의 주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전송되는 네트워크 개체의 주소가 프록시 모드에서의 주소인지 논-프록시 모드에서의

주소인지는 접속 모드 식별 파라미터를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또한, SUPL INIT 메시지에는 해당 SUPL 세션이 긴급 호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표시 정보를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호출 표시 정보는 통상의 SUPL INIT 메시지에 소정 비트의 필드를 추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필드를 지정하여 삽

입할 수 있다.

SUPL INIT 메시지를 수신한 목표 SET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패킷 교

환 네트워크나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 데이터 커넥션을 요청하여 데이터 커넥션 셋업을 수행한다(단계:S88). 이때 상기 네

트워크는 3GPP 또는 3GPP2 네트워크 등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커넥션의 셋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SET은 상기 SUPL INIT 메시지를 통해 제공된 주소로 SUPL POS INIT을 전송

하여 실제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단계:S89). 만약, 논-프록시 모드의 경우에는 목표 SET은 SUPL POS INIT 메

시지를 E-SPC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위치

ID, SET 성능 정보 등이 포함된다.

E-SLP는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SET의 성능 정보를 토대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사용할 위치 측

정 방법 및 관련 프로토콜을 결정한 뒤, 목표 SET과 위치 측정을 위한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교환하여 목표 SET의 위치

를 계산한다(단계:S90).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E-SLP는 목표 SET으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측정에 따른 SUPL 절

차를 종료함을 통보한다(단계:S91). 또한 필요할 경우,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RLP 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 메시지를 통해 H-SLP로 전송할 수도 있다(단계:S92). 이때, SUPL END 메시지에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pos result)가 포함될 수 있다.

한편, E-SLP는 R-SLP로 RLP ERLIA(Emergency Roaming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를 전송한다(단

계:S93). 이때, RLP ERLIA 메시지에는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eme_pos 또는 result, add_info)가 포함된다. 그러

면, R-SLP는 PSAP로 MLP EME_LIA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측정 결과를 통보한다(단계:S94). 따러서, PSAP은 긴급

요청한 목표 SET의 위치 정보를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실시예 5>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5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로서, 목표 SET이 로

밍 상태이고, 접속 모드가 논-프록시 모드일 때의 긴급 위치 측정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개시 케이스에서 목표 SET이 로밍 상태일 경우, 그 목표 SET이 속해있는 방문 네트워크의 V-SLP 또는 V-SPC

는 긴급 위치 측정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방문 네트워크 내에 E-SLP가 존재하고

그 E-SLP가 목표 SET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V-SLP는 긴급 위치 측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만, 방문 네트워크 내에 E-SLP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문 네트워크에 E-SLP가 존재하더라도 그 E-SLP보다 목표 SET에

더 가까운 V-SLP가 있다면 위치 측정에는 V-SLP 또는 V-SPC가 참여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제 8 실시예에서는 목표 SET, PSAP(또는 EC), R-SLP, H-SLP 및 E-SPC가 긴급 호출 처리 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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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목표 SET가 PSAP와 긴급 호출을 수립한 뒤(단계:S101), PSAP 내에 존재하는 SUPL 에이전트에 의한 MLP EME_

LIR 메시지 전송 과정(단계:S102)부터 H-SLP의 RLP ERLIA(또는 RLP SSRLIA) 메시지 전송 과정(단계:S106)까지는 앞

서 설명한 제 4 실시예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플로우가 수행된다.

그런데, 방문 네트워크의 V-SLP가 E-SLP보다 목표 SET에 더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E-SLP는 그 V-SLP에 의

하여 위치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SUPL INIT 메시지에 V-SLP의 주소를 실어 목표 SET에 알려줘야 할 것이나, 본 제 5 실

시예는 논-프록시 모드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목표 SET으로 전송되는 SUPL INIT 메시지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

는 V-SPC의 주소(V-SPC address)가 된다(단계:S107). 이때, SUPL INIT 메시지에는 목표 SET이 접속 모드가 논-프록

시 모드임을 알 수 있도록 접속 모드 정보(SLP mode)가 삽입된다. 또한, 이 외에도 상기 SUPL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사용할 위치 측정 방법, 위치 측정에 사용할 프로토콜 정보, 긴급 호출 표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SUPL INIT 메시지를 수신한 목표 SET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망에도 데이터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패킷 교

환 네트워크나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 데이터 커넥션을 요청하여 데이터 커넥션 셋업을 수행한다(단계:S108).

데이터 커넥션의 셋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SET은 상기 SUPL INIT 메시지를 통해 제공된 V-SPC 주소로 SUPL POS

INIT을 전송하여 실제 위치 측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단계:S109). 이때, SUPL POS INIT 메시지에는 세션 ID, 위치 ID,

SET 성능 정보 등이 포함된다.

V-SPC는 수신된 SUPL POS INIT 메시지에 포함된 SET의 성능 정보를 토대로 목표 SET의 위치 측정에 사용할 위치 측

정 방법 및 관련 프로토콜을 결정한 뒤, 목표 SET과 위치 측정을 위한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교환하여 목표 SET의 위치

를 계산한다(단계:S110).

목표 SET의 위치 정보가 계산되면, V-SPC는 목표 SET으로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측정에 따른 SUPL 절

차를 종료함을 통보한다(단계:S111). 이어서V-SPC는 상기 SUPL END 메시지를 RLP 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 메시지를 통해 E-SLP로 전송한다(단계:S112). 이때, SUPL END 메시지에는 세션 ID를 비롯해 계산된 목표

SET의 위치 정보(pos resul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SLP는 R-SLP로 RLP ERLIA 메시지를 전송한다(단계:S114). 그러면, R-SLP는 PSAP로 MLP EME_LIA 메시지를 전

송하여 위치 측정 결과를 통보한다(단계:S115). 따러서, PSAP은 긴급 요청한 목표 SET의 위치 정보를 일련의 절차에 의

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E-SLP는 필요할 경우 V-SPC로부터 전송된 RLP SSRP 메시지를 H-SLP로 포워

딩해 줄 수도 있다(단계:S113).

이상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

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

시켜 실시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범용적인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SUPL 통신 규약에 기반하여 긴급 위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SUPL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긴급 호출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목표

SET에서 긴급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E-SLP로 직접적인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 호출에 따라 신속한 위

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보안 사용자 평면 위치 기반 네트워크의 개

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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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5는 목표 SET이 DNS 질의를 통하여 E-SLP의 주소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은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의 통상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예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5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방법의 흐름을 도시하는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200 :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

110, 210 : SLP(SUPL Location Platform)

112, 212 : SLC(SUPL Location Center)

114, 214 : SPC(SUPL Positioning Center)

120, 220 : E-SLP(Emergency SUPL Location Platform

122, 222 : E-SLC(Emergency SUPL Location Center)

124, 224 : E-SPC(Emergency SUPL Positioning Center)

300 : SET(SUPL Enabled Terminal)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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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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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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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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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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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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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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