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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용엔트리들의 생성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용 엔트리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

능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 방법은 셀룰러 네트

워크의 셀 내에서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이러한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

기의 적어도 하나의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마지막으

로, 상기 방법은 상기 결정된 지리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그와 동시에, 본 발명은 그러한 방법이 구현되는 유닛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 특히 이동 단말기의 복합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는 데이터베

이스용 엔트리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발명은 그러한 방법을 실현하는 유닛 및 그러한 방법을

실현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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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단말기의 복합 위치 결정에서는, 주 위치 결정 시스템, 예컨대 위성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상

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셀룰러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와 조합된다.

  잘 알려져 있는 위성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다. GPS에서

는, 코드 변조 신호들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위성들에 의해 전송되고 현재의 위치가 결정되는 GPS 수신기들에

의해 수신된다. 상기 위성들 각각은 2개의 마이크로 반송파 신호들을 전송한다. 이러한 반송파 신호들 중 하나의 반송파

신호(L1)는 네비게이션 메시지 및 표준 위치 결정 서비스(standard positioning service; SPS)의 코드 신호들을 반송(搬

送)하기 위해 이용된다. 상기 L1 반송파 신호는 각각의 위성에 의해 상기 수신기들에서 알려져 있는 서로 다른 C/

A(Coarse Acquisition) 코드로 변조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채널들이 서로 다른 위성들에 의한 전송용으로 획득된다.

1MHz 대역폭을 통해 스펙트럼을 확산하는 C/A 코드는 매 1023개의 칩(chip)들마다 반복되며, 상기 코드의 에폭(epoch)

은 1㎳이다. 상기 L1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는 50 비트/초의 비트율에서 네비게이션 정보와 함께 추가로 변조된다. 상기 네

비게이션 정보는 천체력 데이터(ephemeris data)를 포함한다. 천체력 매개변수들은 각각의 위성의 궤도에 대한 단거리 단

면(short section)들을 언급한다. 이같은 천체력 매개변수들을 기반으로 하여, 알고리즘은 위성이 각각의 언급된 단면에

있는 약 2-4 시간 중 임의 시간 동안 위성의 위치 및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천체력 데이터는 또한 일반 GPS 시간에 대한

위성 시계의 현재 편차를 표시하는 시계 보정 매개변수들을 포함한다.

  더욱이, TOW 계수(time-of-week count)는 네비게이션 메시지의 다른 한 부분으로서 매 6초마다 보고가 된다.

  위치가 결정될 GPS 수신기는 현재 이용가능한 위성들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기의 추적 유닛은

서로 다르게 구성된 C/A 코드들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다른 위성들에 의해 사용되는 채널들을 검출 및 추적한다. 상기 수

신기는 먼저 각각의 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거리 측정 코드(ranging code)의 전송 시간을 결정한다. 대개는, 추정된 전송

시간이 2가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1 성분은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들에서의 복호화된 네비게이션 메시지로부터 추

출된 TOW 계수이며, 6초의 정밀도를 지닌다. 제2 성분은 상기 TOW를 표시하는 비트들이 상기 수신기의 추적 유닛에서

수신되는 시간으로부터 에폭들 및 칩들을 계수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상기 에폭 및 칩 계수는 특정의 수신 비트들의 수 밀

리초 및 수 밀리초 미만의 전송 시간을 상기 수신기에 제공한다. 검출된 에폭 에지(epoch edge )는 또한 수신 신호의 코드

위상을 표시한다.

  상기 수신기에서의 거리 측정 코드의 측정된 TOA(time of arrival) 및 전송 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위성으로부터 상기 수

신기로 전파하는 데 상기 거리 측정 코드에 의해 요구되는 TOF(time of flight)가 결정된다. 이러한 TOF를 광속으로 곱하

면, 이는 상기 수신기 및 각각의 위성 간의 거리로 변환된다. 특정의 위성 및 수신기 간의 계산된 거리는 의사 거리

(pseudo-range)라고 지칭되는 데, 그 이유는 일반 GPS 시간이 상기 수신기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리하여, 위성들의 계산된 거리들 및 추정된 위치들을 통해 상기 수신기의 현재 위치가 계산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상기

수신기가 한세트의 위성들로부터의 의사 거리들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약한 신호 조건들에서는, GPS 위치 결정 기능이 수신기에서 스탠드얼론(standalone)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

다. 그러한 위치 결정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떤 종류의 보조 기능이 필요하다. GPS 수신기가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

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의 일부이거나 또는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가장

간단한 유형의 GPS 보조 기능은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수신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대개

는, 누락된 네비게이션 데이터가 핵심적인 성분인 데, 그 이유는 미약한 신호 조건에서 장기간 동안 위치 결정 기능이 유지

또는 초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 수신기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보다 복잡한 유형은 상기 수신기에 정확한 GPS 시간을 전달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

간은 예컨대 상기 수신기의 감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정확한 시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양질의 기준 위

치가 주로 필수적이다. 상기 기준 위치, 다시 말하면 상기 수신기의 예상 위치에 인접한 알려져 있는 위치가 상기 수신기

및 위성들 간의 기하학적 거리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이리하여, 상기 계산된 거리들은 상기 수신기의 감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그리고 신호 포착 속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네비게이션 데이터 비트 에지들 및 C/A-코드 위상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기준 위치의 이용가능성은 보조 기능이 수행된 GPS에서의 어느 정도의 시간 회복 및 감도 개선 방법들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상기 GPS 수신기가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의 일부이거나 셀룰러 통신 네트

워크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셀의 좌표들

은 기준 위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셀의 식별 부호를,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가 대

개는 이동 단말기에 제공하지만, 이러한 식별 부호는 셀의 지리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셀룰러 네트워크

공개특허 10-2005-0084116

- 2 -



내의 셀들의 지리 위치 정보는 대개 네트워크 운영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기준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그러한 위치를 폴링(polling)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특히, 긴급 통화시에는, 신호 포착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상기 위치 정보가 긴급 통화

용으로 요청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상기 위치 정보를 대개는 요금 서비스로서 제공한다.

  이용가능한 기준 위치가 상기 수신기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이는 포착 및 추적 기능에서 GPS 하드웨어를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시간 보조 기능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 회복 방법들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제공된 기준 위치의 신뢰도, 다시 말하면 수신기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제공된 기준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최

대 거리를 알고 있는 것이 또한 유용하다. 만약 기준 위치의 정밀도가 일부 용도에 충분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상기 기준 위치는 그 자체로 바로 사용될 수 있으며, GPS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종래의 위치 결정 시스템들에서는, 상기 기준 위치의 정밀도가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전혀 제공

되어 있지 않다.

  GPS와는 다른 위치 결정 시스템들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들이 또한 생길 수 있다.

  기준 위치가 필요할 때마다 셀룰러 네트워크를 폴링해야 할 필요성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 특허출원 제EP 1 237 009 A2

호에는 셀 위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제안된 데이터베이스는 셀들의 기하학적 위치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

다. 전 지구적 이동 통신 시스템(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SM)에서는, 각각의 셀이 고유한 CGI(Cell

Global Identity) 식별 코드를 지닌다. CGI가 일단 지리 위치와 관련된 경우, 이러한 위치는 저장될 수 있으며 또한 차후에

상기 수신기가 이러한 특정의 CGI를 갖는 셀의 수신 가능 영역에 있을 때마다 기준 위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이동 단말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될 수도 있고, 예컨대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irel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사용하여 셀룰러 네트워크의 운영자와는 별도로 특정의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또한,

본원에 참조로 병합되는 인용 특허출원 <NC 32591>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지리 정보가 이동 단

말기의 위치 결정에서 기준 위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방

식으로 지리 정보가 추정될 수 있는 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들에 관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로서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에서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안

된다. 이러한 적어도 한 위치는 예를 들면 위성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위치는 네트워크 기반 위치 결정 방법, 예컨대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와 같은

다른 어떤 위치 결정 방법, 또는 무선 구내 정보 통신 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위치 결정 또는 블

루투스TM 위치 결정과 같은 그러한 위치 결정 해결 방안들을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계산될 수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셀

에 관한 지리 정보가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된다. 상기 지리 정보는

예를 들면 셀 내의 위치에 속하는 좌표들, 다시 말하면 위도 및 경도 값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결정된 지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셀의 식별 코드, 예컨대 CGI와 함께 제공된다.

  이동 단말기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신호들을 교환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제안된 방법 또는 제안

된 방법의 여러 부분들은 이를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나 또는 이를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 외부의 다른 한 유닛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로부터 처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

신하는 네트워크 유닛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이동 단말기는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성 신호들을 수신하는 수신기, 예컨대 GPS 수신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러한 수신기에 접속될 수도 있다.

  또한, 셀룰러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이루는 통신 수단을 지니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해 할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제안된 방법을 실현하는 처리 수단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안된다. 이러한

처리 수단들은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상기 수신기, 상기 이동 단말기 및 필요할 경우 추가의 네트워크 유닛에 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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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룰러 네트워크는 대개 이동 단말기가 진입하는 상기 네트워크의 각각의 셀의 식별 코드를 상기 네트워크에 소속된 이

동 단말기에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의 식별 정보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가 특정의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해 획득되는 이러한 이동 단말기용 위치 정보와 조합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이루어

진 것이다. 위치 결정 기능이 수행될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가 특정의 셀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록 위치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상기 셀의 방문들을 위한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위치들이 한 셀에 대하여 이용가능할 경우에, 복수개의 위치들은 상기 셀의 중심에 가능한 한

인접한 기준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지리 정보를 결정하도록 평가될 수 있다. 상기 셀의 중심 위치는 바람직한 기준 위치인

데, 그 이유는 상기 기준 위치가 상기 셀의 중심에 대응할 경우에 상기 셀 내에 위치해 있는 이동 단말기에서부터 상기 셀

내의 특정 기준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최대 거리가 최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동 단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로서의 기

능을 할 수 있는 이웃하는 셀들 중 몇몇 셀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가 종종 동시적으로 여러

개의 셀들 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들 모두의 셀들의 식별 코드, 예컨대

이들 모두의 셀들의 CGI들을 수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이동 단말기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에 대해서만이 아

니라 본 발명에 따른 이들 모두의 셀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지리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이동 단말기는 기준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셀룰러 네트워크를 폴링해

야 할 필요성 없이 미약한 신호 조건들 하에서도 보조 위치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또한 셀 위치들의 해상도가 바람직한 목적을 이룰 만큼 충분히 양호할 때 대략적인 위치 결정을 위해 자체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본 발명이 셀룰러 네트워크로부터의 어떠한 보조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서도 셀 위치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용가능한 셀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이 셀룰러 네트워크들

및 이들의 운영자들로부터의 위치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기 운영자들에 의한 기준 위치들의 전달과 관련된 비용들이

완전히 회피될 수 있다. 또한, 복합 위치 결정에서 최초로 조정해야 할 시간이 감소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된 종속 청구항들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지리 정보의 결정은 하나의 계산된 위치, 2개의 계산된 위치들 또는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복수

개의 위치들이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결정될 경우에, 이러한 위치들은 예를 들면 규칙적인 간격들로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지리 정보에 부가해서, 셀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추정 및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셀 영역은 특히 상기

셀의 반경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셀 영역이 마찬가지로 계산된 위치들, 예컨대 지리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

일한 위치들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지리 정보 및 상기 추정된 셀 영역은 업데이트될 수 있다. 대개, 상기 이

동 단말기가 "수신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 및 그러한 이웃하는 셀들은 특히 많은 셀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영역에 많

은 통신 트래픽이 존재할 경우에 매우 빈번하게 바뀐다. 그러한 경우에, 특정 셀에 대한 위치 정보는 비록 실제로 상기 셀

이 상당히 클지라도 매우 작은 영역으로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수집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셀을 탈출하여 차

후에 다시 상기 셀을 진입할 수 있으며 매번 적어도 하나의 위치가 상기 셀에 대하여 계산된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 모두의

위치 정보가 지리 정보 및 셀 영역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될 경우, 그 결과는 상기 추정치들이 개별 처리되는 단지

하나의 수집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보다는 실제의 지리 정보 및 실제의 셀 영역에 보다 가깝게 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태양은 큰 셀들에 특히 유리하지만 모든 크기의 셀들에 유용하다.

  한 접근 방안에서, 셀의 각각의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계산되는 위치들은 저장될 수 있으며 새로이 지리 정보 및/또는 셀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차후의 동일 셀의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계산되는 위치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 바람직한

접근 방안에서는, 단지 특정의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결정되는 지리 정보 및 셀 영역만이 저장된다. 이리하여, 차후의 동

일 셀의 서비스 제공 기간들 동안 계산되는 위치들은 상기 저장된 지리 정보 및 상기 저장된 셀 영역과 조합된다. 후자를

선택하면, 계산된 위치들을 저장하는 어떠한 추가의 메모리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제공된 정보의 저장을 위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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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계층적이거나 또는 해시표(hash table)를 포함할 수 있다. 양자 모두의 접근 방안들은

특정 셀에 관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특정의 신속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메모

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변형적으로나 또는 추가적으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외부 유닛 내에 저

장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유닛은 예를 들면 상기 결정된 지리 위치 및 아마도 셀 영역이 생성되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가

보고되는 인터넷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서버일 수 있다.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이용가능한 메모리가 보다

클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네트워크 서버는 또한 서로 다른 이동 단말기들에 의해 제공되는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전역

(globa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여러 이동 단말기들에 대한 요청에 따라

서브세트들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특히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들과 연관지어 고려된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

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하여야 할 점은 첨부도면들이 첨부된 청구항들에 관련되는 본 발명의 범위들의 정의로서가 아니라

단지 예시 목적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이해하여야 할 점은 첨부도면들이 축척 비율로 그려진 것이

아니며 단지 본원에서 언급되는 구조들 및 절차들을 개념적으로 예시하려고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시예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1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2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3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4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전방향성 셀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5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지향성 셀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5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a 및 도 8b는 저장된 지리 정보의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1 내지 제5 실시예 중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도 9의 그래프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1 내지 제5 실시예 중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해시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여러 실시예들이 설명될 것이다. 각각의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 내의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되며 위치 결정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base transceiver station)들을 통해 셀룰러 GSM 네트워크와

의 통신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BTS들 중 하나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각의 셀은

고유 코드로 식별된다. GSM에서, 이러한 고유 코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GI로 언급되며, 4개의 부분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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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I = MCC + MNC + LAC + CI

  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식 중, MCC는 이동 전화 국가 코드(Mobile Country Code)이고, MNC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코드(Mobile Network Code)이며, LAC는 위치 영역 코드(Location Area Code)이고 CI는 셀 식별 정보(Cell Identity)이

다. 전반적인 CGI는 일련의 번호들의 형태를 지닌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된 비휘발성 메모리를 더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셀의 CGI와 관

련이 있는 셀들의 좌표들 및, 이용가능하다면, 이러한 셀들의 영역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더욱이, 상기 이동국은 GPS 위성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는 안테나 및 수신된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을 갖는 GPS 수신기를 포함한다.

  양호한 신호 조건들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수신기가 오직 수신된 위성 신호들만을 기반으로 하여, 다시 말하면

어떠한 보조 데이터 없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위치 결정에 필요한 처리 과정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미약한 신호 조건들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수신기는 한편으로 수신된 위성 신호들 및 다른 한편으로 보조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보조 데이터는 정확한 GPS 시간 및 기준 위

치를 포함한다. 그러한 보조 위치 결정에 필요한 처리 과정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정확한 GPS 시간은 셀룰러 네

트워크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제공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기준 위치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셀용으로 저장된 좌표들이 기준

위치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셀의 영역에 대한 추정치가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역은

상기 기준 위치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셀룰러 네트워크의 영역 내에 이동하고 있으며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수신

기가 온 상태로 스위칭되어 있을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생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서 원리에 따라 구현되는 방법이 도 1의 흐름도로 예시되어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새로운 셀에 진입할 때마다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로부터 통지를 수신하는 데, 상기 통지는 상기 셀의

CGI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가 특정 셀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는 한번 또는

여러번 GPS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리하여, 하나 이상의 기록 위치들은 셀 좌표들 및 아마도 셀

영역 추정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셀 좌표들은 한세트의 위도 및 경도 값들로서 계산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셀

좌표들이 상기 셀의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상기 셀 영역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 내에 위치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결정된 셀 좌표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지에 관한 대략

적인 추정치이다. 그후, 상기 추정치들은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의해 현재 유효한 CGI와 함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

장된다.

  도 2 내지 도 7은 도 1의 방법을 5가지의 특정 실시예들로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상기 도면들 각각은 BTS(1) 및 상기

BTS(1)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셀(2)의 경계들을 보여준다. 또한, 상기 셀을 통한 이동 단말기의 경로(3)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1 실시예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새로운 셀의 CGI로 통지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새로운 셀에 진입한 후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수신기가 항상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결정한다. 도

2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2)에 진입한 경우 기록 위치는 상기 셀(2)의 테두리에 인접하여 작은 열십자형 기호

(21)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최초의 기록 위치의 좌표들은 셀 좌표들인 것으로 결정된다. 상기 기록 위치에 대응하는 셀

좌표들에 의해 식별되는 위치는 도 1에서 별표(25)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방법은 구현하기에 용이하며 셀당 단지 하나의 GPS 위치 지점만을 필요로 한다.

  도 3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2 실시예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셀에 진입할 때 마찬가지로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위치

가 기록된다. 그 외에도,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2)을 탈출하는 순간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위치가 기록된다. 탈

출 시간으로서, 그러한 시간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새로운 CGI의 통지를 수신할 때 선택되는 데, 그 이유는 상기 이동 단말

기가 다음 셀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도 3에서, 제1의 기록 위치는 제1의 작은 열십자형 기호(31)로 표시되어 있고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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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위치는 제2의 작은 열십자형 기호(32)로 표시되어 있다. 그후, 셀 좌표들은 상기 제1의 기록 위치의 좌표들 및 상기

제2의 기록 위치의 좌표들의 평균으로서 계산된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좌표들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는 도 3에서 별표

(35)로 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마찬가지로 구현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상기 결과로 얻어진 위치(35)가

아마도 상기 셀(2)의 테두리에 위치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상기 제1 실시예보다 유리한 점을 지닌다.

  또한, 상기 셀 영역은 2개의 기록 위치들(31,32)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상기 셀 영

역은 진입 위치(31) 및 탈출 위치(32) 간의 거리의 절반으로서 추정될 수 있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영역이 상한(上限)

으로는 상기 셀의 반경에 대응한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추정된 셀 영역(36)은 도 3에서 괄호(bracket)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위치 지점들(31,32)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 영역을 추가로 계산하는 것이 또한 구현하기에 용이하며,

계산하기 쉽고 추가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 4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3 실시예의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GPS 위치들은 규칙적인 간격들로, 예컨대 1분에 한번

기록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2)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다수의 기록 위치들이 획득된다. 기록되어야 할

GPS 위치들의 개수에 대하여 최대값이 설정된다. 여러개의 기록 위치들이 도 4에서 작은 열십자형 기호들로 표시되어 있

다.

  그후, 상기 기록 위치들의 좌표들의 평균, 기하학적인 중심 또는 다른 어떤 통계값이 계산된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좌표

들은 셀 좌표들로서 이용된다. 도 4의 예에서, 상기 기록 위치들의 좌표들의 평균은 셀 좌표들로서 사용된다. 상기 셀 좌표

들로 식별되는 위치는 도 4에서 별표(45)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좌표들이 상기 셀(2)의 중심에 인접하여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시예는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상기 셀 좌표들에 부가해서, 또한 상기 셀 영역은 복수개의 기록 위치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적합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도 5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4 실시예의 경우, 상기 GPS 위치들은 규칙적인 간격들로 또한 기록된다. 여러개의 기록 위치

들은 도 5에서 작은 열십자형 기호들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다음으로 서로로부터 가장 멀리 이격된 2

개의 기록 위치들이 결정된다. 이들은 상기 셀(2)의 대향하는 테두리들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 5의 예에서는, 2

개의 가장 멀리 이격된 위치 지점들이 열십자형 기호(51) 및 열십자형 기호(52)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들인 것으로 결정된

다.

  그후, 2개의 가장 멀리 이격된 위치 지점들(51,52)의 좌표들의 평균이 결정되고 셀 좌표들로서 사용된다. 상기 결과로 얻

어진 셀 좌표로 식별되는 위치는 도 5에서 별표(55)로 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이러한 실시예로 얻어지는 셀 좌표들이 대개는 상기 셀(2)의 중심에 아주 인접한 위치를 식별한

다. 그러나, 구현을 위한 특정 실시예를 선택할 경우, 2개의 위치들 간의 가장 긴 거리에 대한 검색이 수많은 계산들을 필요

로 하며, 위치 지점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 부하(processing load)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또한, 상기 셀 영역이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복수개의 기록 위치들 중 2개의 기록 위치들(51,52)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같은 2개의 위치들(51,52) 간의 거리의 절반이 상기 셀 영역에 대한 추정치로서 사

용된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영역이 이러한 경우에는 상한으로 상기 셀의 반경에 대응한다. 도 5의 예에서,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영역(56)에 대한 추정치는 괄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같은 셀 영역 추정 방법은 셀 좌표들이 2개의 가장 멀리 이

격된 위치 지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될 경우에 분명히 선호될 것이다.

  도 6 및 도 7에서는 제5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된 실시예들에서는 처리 결과들이 전방향성 셀들 및 지향성

셀들에 대하여 동일하지만, 상기 제5 실시예에 대하여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도 6은 상기 BTS(1)가 상

기 셀(2)의 중심에 있는 경우 단일의 전방향성 셀(2)의 경계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7은 이동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

는 제1 지향성 셀(2)의 경계들, 및 제2 지향성 셀(4)의 경계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양자 모두의 지향성 셀들(2,4)은 상기

2개의 지향성 셀들(2,4) 간의 테두리에 위치해 있는 동일한 BTS(1)에 의해 서비비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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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5 실시예에서, GPS 위치들은 규칙적인 간격들로 또한 기록된다. 여러개의 기록 위치들은 도 6 및 도 7에서 작은

열십자형 기호들로 표시되어 있다. 각각의 기록 위치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타이밍 어드밴스(timing advance)"(TA)라

고 언급된 양이 결정된다.

  GSM 네트워크에서, 특정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BTS는 이러한 셀이 현재 서비스 제공용 셀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동

단말기에 상기 BTS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되고 다시 상기 BTS로 전송되는 감지된 신호의 왕복 전파 지연(round

trip propagation delay)에 따라 TA 매개변수를 전송한다. 이리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러한 양만큼 자신의 타이밍을

전진시킬 수 있는 데, 그 결과로 상기 BTS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이동 단말기들로부터의 신호들이 전파 지연에 대하여 보

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기 TA 매개변수의 값은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부터 상기 BTS(1)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적인 거리의 측정값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최소의 TA값에 관련되는 기록 위치는 상기 BTS(1)에 가장 인접한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상기 최소

의 TA값에 관련되는 기록 위치가 도 6에서는 열십자형 기호(61)로 표시되어 있으며 도 7에서는 열십자형 기호(71)로 표

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 위치의 좌표들은 셀 좌표들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셀 좌표들로 식별되는 위치는 도 6 및 도

7에서 각각 별표(65,75)로 표시되어 있다.

  도 6의 전방향성 셀(2)에서, 상기 최소의 TA값을 갖는 위치는 상기 셀(2)의 중심에 가장 인접한 데, 그 이유는 상기

BTS(1)가 상기 셀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가 도 7의 지향성 셀(2)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지향성 셀들의 경우에는, 상기 셀 좌표들이 다소 상이하게, 예컨대 최소 및 최대의 TA값에 관련되는 기록 위치들의 좌표들

의 평균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의 이점은 상기 방법이 구현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 방법은 전방향성 셀들의 경우 상기

셀(2)의 중심에 매우 인접한 위치를 식별하는 셀 좌표들을 제공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되는 TA 매개변수들의 값은 또한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가장 큰 TA값

이 결정된 위치는 상기 BTS로부터 가장 멀리 이격된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전방향성 셀들에서는 상기 셀 반경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가장 큰 TA값으로 표시되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부터 상기

BTS에 이르기까지의 거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상기 가장 큰 TA값에 대응하는 위치는 도 6에서 열십자형

기호(62)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위치에서부터 상기 BTS(1)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괄호로 표시되어 있다. 지향성 셀

들에서는, 상기 가장 큰 TA값으로 표시되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부터 상기 BTS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반경이라기 보

다는 오히려 셀 직경을 나타낸다. 상기 가장 큰 TA값에 대응하는 위치는 도 7에서 열십자형 기호(72)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위치에서부터 상기 BTS(1)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괄호(76)로 표시되어 있다. 수신된 TA 매개변수들의 값을 기

반으로 하여 상기 셀 영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대응 위치들이 실제로 결정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해할 점은 상기 셀 영역의 추정 및 상기 셀 좌표들의 결정이 앞서 언급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시예들과는

다른 실시예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제1 내지 제4 실시예들이 임의의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제5 실시예는 GSM 네트워크들에 특

히 적합하다.

  앞서 언급된 실시예들에 의해 획득되는 셀 좌표들 및 셀 영역들이 항상 최적의 셀 좌표들 및 셀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의 엔트리들은 각각의 셀 내의 상기 이동 단말기의 차후 방문시 데이터베이스의 미세 조정을 허용하기 위

해 변경가능해야 한다. 최초의 방문시 획득되는 셀 좌표들은 상기 셀의 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셀 영

역은 너무 짧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추정된 셀 영역이 저장된 셀 영역보다 클 경우, 새로이 추정된 셀 영

역이 아마도 훨씬 더 정확하다. 그 결과로, 적어도 상기 셀 영역이 이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상

기 셀 영역에 대한 추정치가 이전보다 클 경우, 새로운 셀 좌표들이 이전에 저장된 셀 좌표들보다 양호한 것이 거의 틀림없

다. 따라서, 상기 셀 좌표들도 변경되어야 한다.

  상기 결과로 얻어진 셀 좌표들 및 셀 영역들의 세분화 가능성은 상기 셀들이 매우 자주 변경될 정도의 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특히 중요하다. 셀 내의 한번 방문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 상기 셀이 소규모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상기 셀 데이터가 두번째의 방문시 업데이트될 경우, 상기 셀 좌표들은 단지 새로운 위치로 설정되며 상기 셀은

다시 소규모인 것이라고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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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셀 좌표들 및 상기 셀 영역의 효율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부터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

다.

  도 8a는 셀(2)의 경계들 및 상기 셀 내의 최초 방문시 기록되는 2개의 위치들(81,82)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 외에도, 상

기 셀 적용범위의 제1 추정치가 원(83)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원의 중심은 결정된 셀 좌표들에 대응하며 상기 원의 반경

은 추정된 셀 반경에 대응한다. 상기 셀 좌표들 및 상기 셀 반경은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 중 하나에 따라 결정된다.

  도 8b는 도 8a의 정보 및 추가적으로 상기 셀(2)의 두번째의 방문시 획득되는 정보를 또한 포함한다.

  이같은 셀 내의 두번째의 방문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위치들(84,85)이 기록된다. 이같은 기록 위치들(84,85) 중 적어도

하나가 원(83)의 외부에 존재할 경우, 셀 데이터가 업데이트된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기 원(83)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격된 새로이 기록된 위치(84)가 결정된다. 이같은 새로운 기록 위치(84)에서부터 상기 원(83)의 중심에 이르기까지의 직

선(86)은 상기 원(83)의 반대측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현재, 새로운 셀 좌표들은 이러한 직선(86)의 종

단점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해당하도록 결정되며, 새로운 셀 반경은 이러한 직선(86)의 길이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추정된

다. 그 결과로 얻어진 셀 적용범위의 새로운 추정이 새로운 기록 위치들(84,85) 모두로서 기존의 원(83)을 또한 포함하는

원(87)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새로운 셀 좌표들 및 상기 새로운 셀 영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결과로 상기 새

로운 셀 좌표들 및 상기 새로운 셀 영역이 이러한 셀(2)용으로 저장된 기존의 셀 좌표들 및 기존의 셀 영역을 대신하게 된

다.

  업데이트를 위한 이러한 접근 방안의 이점은 어떠한 추가의 저장 장치도 상기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셀 적용범위가 셀 내의 두어번 방문 이후에 양호하게 모델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위도 및 경도로 주어지는 결정된 셀 좌표들, 및 아마도 또한 대응하는 셀

의 셀 영역의 추정에 CGI들을 관련시킨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검색, 삽입 및 삭제 기능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검색은 데

이터 엔트리들의 주요 필드인 CGI, 다시 말하면 각각의 엔트리에 고유한 CGI를 사용하여 가장 양호하게 수행된다. 더욱이,

지원가능한 CGI들 중 몇몇의 최대 개수(M)가 설정되어야 하는 데, 그 이유는 자신의 범위를 갖는 데이터가 상기 이동 단말

기의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 + 첫번째 CGI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CGI를 위한 공

간 부여를 위해 상기 메모리로부터 하나의 "불필요한" CGI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다. 최소로 필요한 엔트리는 아

마도 가장 최근에 방문된 엔트리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유리한 가능성이 2가지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이같이 이용된 데이

터베이스의 편성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편성할 수 있는 첫번째 가능성은 도 9 및 도 10에 예시되어 있다.

  도 9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일반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는 상기 도면에서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배열되는 5개의 서로 다른 계층들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의 계층은 원들로 나타나 있는 노드들을 포함한다. 제1 계층은 단지 루트(root)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일 노드만을 포함한

다. 상기 루트는 제2 계층의 제1 노드에 대한 링크를 지닌다. 상기 제2 계층의 노드들은 일렬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노드는 상기 제2 계층의 다음 노드에 대한 링크를 지니고, 상기 제2 계층의 마지막 노드는 널 주소(null address) 또는 목

록 끝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제2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제3 계층의 유사한 라인에 대한 링크를 지닌다. 상기 제3 계층

의 각각의 노드는 제4 계층의 유사한 라인에 대한 링크를 지닌다. 상기 제4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제5 계층의 유사한 라인

에 대한 링크를 지닌다. 상기 제5 계층의 노드들로부터는, 새로운 노드들로 가는 추가 링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기 제5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실제의 데이터 엔트리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데이터 엔트리들은 도 9에서 직사

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그래프의 모든 노드는 상기 데이터 계층에 도달하지만, 이러한 접속들이 도 9에는 일부 도

시되어 있지 않다.

  상기 그래프의 약간 다른 구조에서는, 각각의 링크된 목록의 마지막 노드가 상위 계층 노드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상기 그래프가 순환적이다.

  상기 그래프의 내용은 각각의 계층이, 루트를 제외하고는, 상기 CGI의 일부를 나타내도록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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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은 도 9의 그래프의 루트에서부터 특정 셀에 대한 데이터 엔트리들에 이르기까지의 선택된 경로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상기 그래프의 서로 다른 계층들에 대한 상기 CGI의 구성요소들의 관련성이 예시되어 있는 도면이

다. 여기서, 제1 계층 내지 제5 계층은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배열되어 있다. 루트는 또한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상기

그래프의 다른 노드들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들로서 도시되어 있다.

  제1 계층의 루트의 유일한 기능은 제2 계층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 9에서와 같이, 상기 루트는 상기 제2 계층의 목록의 제1 노드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제2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다른

나라를 나타내며 대응하는 MCC들을 주요 필드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는 특정 나라를 나타내는 상기 제2 계층의 이러한

라인의 제1 노드는 제3 계층의 한 라인의 제1 노드에 접속된다. 상기 제3 계층의 노드들은 특정 나라의 이동 네트워크들을

나타내며 대응하는 MNC들을 주요 필드에 포함한다. 특정의 이동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상기 제3 계층의 한 라인의 제2 노

드는 제4 계층의 한 라인의 제1 노드에 접속된다. 상기 제4 계층의 노드들은 특정의 이동 네트워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다른 위치 영역들을 나타내며 대응하는 LAC들을 주요 필드에 포함한다. 특정 위치 영역들에 대응하는 상기 제4 계층

의 한 라인의 제3 노드는 상기 제5 계층의 한 라인의 제1 노드에 접속된다. 상기 제5 계층의 노드들은 특정 위치 영역들 내

의 셀들을 나타내며 대응하는 CI들을 주요 필드에 포함한다.

  서로 다른 계층들 간 그리고 한 계층의 각각의 라인에 내재하는 라인들이 여러 포인터들로 실현된다.

  상기 제2, 제3 및 제4 계층들에 있는 노드들은 이를 위해 상기 주요 필드에 추가하여 다음(next) 필드 및 다운(down) 필

드를 지닌다. 한 노드의 각각의 다음 필드가, 널(null)을 나타내는 상기 라인의 마지막 노드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라인의

다음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한 노드의 각각의 다운 필드는 관련된 하위 계층 라인의 제1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다음 및 다운 필드들은 도 10에서 선택 경로의 일부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드들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제5 계층 노드들은 또한 대응하는 다음 필드를 포함하지만, 다운 필드 대신에, 상기 제5 계층 노드들은 lat, lon 및

영역(range) 데이터 필드들을 포함한다. lat 데이터 필드는 식별된 셀의 위도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lon 데이터 필드

는 식별된 셀의 경도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영역 데이터 필드는 식별된 셀의 추정된 영역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새로운 엔트리는 항상 상기 라인들의 개시 부분에 삽입된다. 예를 들면, 아직 상기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MCC를

지니는 셀에 대한 지리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에, 새로운 MCC 노드가 루트 및 현재로서 첫번째인 MCC 노드 사이에 삽입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는 새로운 MNC, LAC 및 CI 노드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라인 내의 유일한 엔트리들인 데,

그 이유는 상기 새로운 MCC 노드가 상기 구조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개시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서, 상기 그래픽에서 사

전에 나타나 있는 MCC, MNC 및 LAC를 자신의 CGI 내에 지니는 셀에 대한 지리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단지 새로운 CI

노드만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CI 노드는 상기 셀의 CGI의 LAC를 나타내는 LAC 노드 및 상기 LAC 노드를 나

타내고 있는 라인의 현재로서 첫번째인 CI 노드 간에 삽입된다.

  이용가능한 지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될 경우 상기 MCC, 상기 MNC, 상기 LAC 및 상기 CI가 관련된 CGI와

부합될 때까지 상기 라인들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검색 기능이 구현된다. 도 10의 선택 경로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루

트로부터 상기 제1 MCC 노드, 상기 제1 및 제2 MNC 노드들, 상기 제1, 제2 및 제3 LAC 노드들 및 상기 제1 CI 노드를 통

해 원하는 데이터 엔트리들을 포함하는 제2 CI 노드로 안내한다.

  특정의 CGI에 관련되는 지리 정보가 예컨대 개시 위치로서 또는 대략적인 위치 결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될

경우, 상기 그래프의 구조가 재편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이러한 CGI에 대응하는 MCC, MNC, LAC 및 CI 노드

들은 그들 각각의 라인의 개시 부분으로 이동된다. 그 결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검색 경로가 최단 경로이

다. 적어도 대략적인 위치 결정 용도들에서, 검색된 CGI가 이전에 검색된 CGI와 동일한 MCC, MNC 및 LAC를 지닐 가능

성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셀에 대한 데이터 엔트리들이 상당히 짧은 경로로 발견된다는 사실에 그 이점이 있다.

  재정렬의 결과로서, 장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노드들은 자신들의 노드의 종단 부분들을 향해 이동된다. 저장된 데이터

의 제한 개수(M)에 이르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MCC 노드 다음에 마지막 MNC 노드로 이동되고 마지막 MNC

노드 다음에 마지막 LAC 노드로 이동되며 마지막 LAC 노드 다음에 마지막 CI 노드로 이동됨으로써 최소로 사용되는 데이

터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지막 CI 노드 및 관련 데이터에 의해 점유되는 메모리는 제거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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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된 그래프 구조의 이점은 이러한 그래프 구조가 CGI들에 대한 용이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사용된 그러한 CGI들은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견될 수 있다. 이는 저장된 좌표들이 위성 기반 위치 결정을 위해 개

시 위치로서 사용될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일단 한 셀에 대한 좌표들이 발견될 경우, 또한 부근에 알려져 있는 셀들의 좌

표들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발견된다. 이는 상기 좌표들이 개별적인 대략적 위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리

하다.

  계층 구조는 또한 공통의 MCC들, MNC들 및 LAC들을 과다하게 저장하지 않고서도 상기 CGI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정상

적인 사용자는 한 나라 또는 2개의 나라들에서만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며 각각의 나라에서는 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고

객이다. 따라서, 제안된 구조에서, 상기 MCC 및 MNC 계층들은 단지 두어개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응하는 정보는 상기 그래프에서 데이터에 관련되는 각각의 CGI에 대해 반복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써, 상당량

의 메모리 공간이 절약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편성할 수 있는 두번째 가능성은 도 11에 예시되어 있다. 도 11은 변형적인 데이터 구조로서 사용되는

해시표(hash table)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해시표의 기본 형태로서는, 해시표가 고정 길이의 어레이이다. 그러한 어레이(101)는 도 11의 좌측에 도시되어 있다. 상

기 어레이(101)는 복수개의 슬롯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슬롯에서는 CGI 및 이러한 CGI에 관련되는 데이터, 즉 셀 좌표들

및 아마도 셀 영역이 저장될 수 있다.

  해시표는 신속한 검색이 필요한 사전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엔트리들은 해시 함수

( )의 값에 따라 상기 해시표에 저장된다. 상기 해시 함수( )는 동일한 키( )에 적용을 받을 때 항상 동일

한 값이 나오게 한다. 여기서, 상기 CGI는 키( )로서 사용된다. 상기 해시 함수( )의 값은 상기 표의 인덱스

(index)를 표시하는 정수이다. 상기 인덱스는 특정의 CGI가 삽입 또는 발견되는 슬롯을 식별함으로써, 정확한 슬롯에 대한

검색이 단지 단일의 단계만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어레이가 인덱스들이 1에서 500까지이며 특정의 CGI에

대한 해시 함수의 값이 =311인 슬롯들을 포함할 경우, 인덱스가 311인 슬롯은 원하는 엔트리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엔트리를 삽입하거나, 또는 저장된 엔트리를 삭제하도록 선택된다.

  그러나, 상기 종류의 해시 함수와 상기 해시표의 어레이(101)의 길이에 의존하여, 상기 해시 함수는 반드시 가능한 모든

CGI들에 대하여 상이한 값들을 초래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기 해시표의 동일한 슬롯은 여러개의 CGI들에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충돌은 체이닝(chaining)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상기 해시표의 어레이(101)의 각각의 슬롯은 링크된 추

가 슬롯들의 목록을 나타낼 수 있는 포인터를 포함한다. 그러한 링크된 목록들이 상기 슬롯들(111,112,113,114,115)용으

로 도 11에서 표시되어 있다. 슬롯들(111,112,114)은 하나의 추가 슬롯을 갖는 목록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슬롯들

(113,115)은 2개의 추가 슬롯들을 갖는 목록의 일부를 형성한다. 상기 어레이(101) 내의 다른 슬롯들은 추가 슬롯들에 링

크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목록 내의 대응하는 마지막 슬롯은 도 11에서 사선(slash)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목록들은 필

요에 따라 생성, 확장 및 축소된다. 특정의 슬롯 인덱스를 초래시키는 제1 CGI는 상기 어레이(101)의 대응하는 슬롯에 저

장된다. 동일한 특정의 슬롯 인덱스를 초래시키는 각각의 추가 CGI는 상기 어레이(101)의 대응하는 슬롯에 접속되는 링크

된 목록의 슬롯에 저장된다. 그 결과로, 특정의 CGI에 대한 검색이 상기 특정의 CGI에 대해 결정된 인덱스( )로 상

기 해시표 슬롯과 관련되는 총체적인 목록에 대하여 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상기 해시 함수가 양호하게 선택될

경우, 체인들이 길어지지 않으며 엔트리들이 상기 표에서 상당히 균일하게 분산된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링크된 목록들 및 동적 메모리 할당이 여러개의 해시 함수들을 제공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다.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 새로운 해시 함수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며, 그 결과로 얻어진 새로운 해시 함수값들은 빈 슬롯

이 발견될 때까지 시도된다. 이는 상기 검색을 조금 감속시키지만, 상기 링크된 목록 구현보다는 그다지 많이 감속시키지

않는다.

  검색 시간 및 메모리 소비 간에는 상충 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상기 표가 크면 클수록, 충돌 가능성이 더 적어지며

체인들이 더 짧아진다. 그러나, 큰 표는 또한 작은 표보다 많은 빈 슬롯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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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해시표로부터의 엔트리의 삭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측정기(frequency counter)는 각기 포함된 CGI와 관

련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작은 측정값들을 갖는 엔트리들이 먼저 삭제되는 데, 그 이유는 상기 엔트리들이 상기 이동 단말

기에 의해 최소로 방문되는 셀들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상기 해시표의 이점은 상기 해시표가 매우 효율적인 검색 및 상당히 효율적인 메모리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간단한 구조는 또한 용이한 구현을 초래시킨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적용되는 본 발명의 기본적인 신규 특징들이 도시 및 기재되었으며 또한 지적

되었지만, 여기서 이해할 점은 앞서 언급된 장치들 및 방법들의 형태 및 세부들에서의 여러가지의 생략들, 대체들 및 변경

들이 본 발명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의도한 점

은 동일한 결과들을 달성하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요소들 및/또는

순차적 단계들의 모든 조합들이 명백히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인식하여야 할 점은 본 발

명의 임의로 개시된 형태 또는 실시예와 연관지어 도시 및/또는 기재된 구조들 및/또는 요소들 및/또는 순차적 단계들이 일

반적인 설계 선택 사항으로서 기타 개시, 언급 또는 제시된 형태 또는 실시예에 병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은 단지 본원에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로 지적된 것으로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베이스용 엔트리들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는 방법에 있어서,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에서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단

계; 및

  상기 결정된 지리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새로운 셀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 상

기 셀룰러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가 계산되고, 상기 셀

에 관한 지리 정보가 상기 계산된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가 계산되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을 탈출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2 위치가 계산되고,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는 상기 제1 위

치 및 상기 제2 위치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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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들이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되며,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

는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의 통계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되고,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는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

된 위치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며,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

기의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되고,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에서, 타이밍 어

드밴스(timing advance) 매개변수의 전용값이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의해 수신되며,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는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작은 값이 수신되

는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셀에 대한 셀 영역을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정된 셀 영역을 상

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 및 지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가 계산되고, 상기 이동 단말기

가 상기 셀을 탈출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2 위치가 계산되며, 상기 셀 영역은 상기 제1 위치 및 상기 제2 위치 간의

거리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되고, 상기 셀 영역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의 거리의 절

반에 대응하도록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고,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

개의 위치들에서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전용값은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

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의해 수신되며, 상기 셀 영역은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큰 값에 관련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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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기 기지국 송수신기에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송되는 신호들의 전파 경로의 길이를 기반으로 하

여 추정되고, 이러한 전파 경로의 길이는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큰 값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는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제공된 지리 정보를 상기 셀의 제공된 식별 코드 및, 셀 영역 정

보가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공되어 있는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셀 영역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특정 셀에 다시 진입할 때 상기 셀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셀 반경의 추정치 및 셀 좌표들의 추정치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할 때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가 계산되며,

  상기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 중심이 상기 추정된 셀 좌표들에 의해 제공되며 그리고 반경이 상기 추정된 셀 반경에 의해 제공되는 원형 영역을 결정

하는 단계;

  -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한 후에 계산된 적어도 한 위치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 외부

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계산된 위치를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직선으로

연결하고 상기 직선을 상기 원형 영역의 테두리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는 단계;

  - 상기 직선의 종단점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좌표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직선의 길이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반경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할 때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위치들이 계산되

고, 상기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계산된 모든 위치들 중 어느 한

위치가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장 멀리 이격된 것으로

계산된 지점을 상기 직선에 대한 개시 지점으로서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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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3항 내지 제1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셀의 식별 코드가 계층 요소들의 값들로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식

별 코드의 각각의 계층 요소에 대한 전용 계층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를 지니고, 각각의 계층은 특정 계층 요소의 상이한 값

을 나타내는 노드들을 포함하며, 상기 계층 구조의 최상위 계층의 노드들은 체인 형태의 라인으로 연결되고, 상기 최상위

계층 노드들 중 제1 노드가 루트 노드를 통해 액세스가능하며,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특정 계층의 각각의 노드가 대응하는

하위 계층의 노드들의 체인 형태의 라인을 나타내고, 상기 최하위 계층의 각각의 노드가 지리 정보를 지닌 데이터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새로운 셀에 관한 제공된 지리 정보는 아직 상기 계층 구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기 셀을 식별하는

계층 요소의 값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노드가 노드들의 대응하는 라인의 개시 부분에 삽입되도록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삽

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특정 셀에 대한 지리 정보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될 경우에, 상기 셀의 식별 코

드의 계층 요소들의 값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노드들이 자신들의 대응하는 라인에서의 첫번째 장소로 자리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3항 내지 제1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복수개의 셀들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표를 포

함하며,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표의 슬롯은 상기 특정 셀의 식별 코드에 적용되는 해시 함수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결정되는 해시표의 슬롯이 다른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해 사전에 사용된 경우, 상기 결정된 슬롯에 관련되는 포인터는 하나의 추가 슬롯에 상기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

보가 저장되는 추가 슬롯들의 목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며 또한 상기 결정된 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는 처리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는 유닛.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새로운 셀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상기 셀에

진입할 때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송되는 통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공개특허 10-2005-0084116

- 15 -



청구항 24.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계산된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며, 상기 계산된 위치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한 경우에 계산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25.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 및 제2 위치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

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한 경우에 상기 제1 위치가 계산되고, 상기 이

동 단말기가 상기 셀을 탈출한 경우에 상기 제2 위치가 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26.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의 통계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며, 상기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27.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된 위치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

며, 상기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28.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된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에 대하여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생성되는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전용값을 수신

하며, 이러한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

개변수의 가장 작은 값이 수신되는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29.

  제22항 내지 제28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에 대한 셀 영역을 추가로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셀 영

역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 및 지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 및 제2 위치 간의 거리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한 경우에 상기 제1 위치가 계산되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을

탈출한 경우에 상기 제2 위치가 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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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의 거리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며, 상기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위치들에 대하여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생성하는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전용값을 수신하며, 이러한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고,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큰 값에

관련되는 위치에서 상기 기지국 송수신기에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송되는 신호들의 전파 경로의 길이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며, 이러한 전파 경로의 길이는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큰 값으로 표

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3.

  제22항 내지 제32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4.

  제22항 내지 제3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5.

  제22항 내지 제34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상기 제공된 지리 정보를 상기 셀의 제공된 식별 코드 및, 셀 영역 정

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셀 영역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특정 셀에 다시 진입할 때 상기 셀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셀 반경의 추정치 및 셀 좌표들의 추정치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

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고,

  상기 처리 수단은,

  - 중심이 상기 추정된 셀 좌표들에 의해 제공되며 그리고 반경이 상기 추정된 셀 반경에 의해 제공되는 원형 영역을 결정

하며;

공개특허 10-2005-0084116

- 17 -



  -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한 후에 계산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가 상기 결정된 원

형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고;

  -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계산된 위치를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직선으로

연결하고 상기 직선을 상기 원형 영역의 테두리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며;

  - 상기 직선의 종단점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좌표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상기 직선의 길이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반경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유닛.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할 때 계산되며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

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복수개의 위치들 중 어느 한 위치가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고 상기 가장 멀리 이격된 것으로 계산된 위치를 상기 직선에 대한 개시 지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39.

  제35항 내지 제38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셀의 식별 코드는 계층 요소들의 값들로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식

별 코드의 각각의 계층 요소에 대한 전용 계층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를 지니고, 각각의 계층은 특정 계층 요소의 상이한 값

을 나타내는 노드들을 포함하며, 상기 계층 구조의 최상위 계층의 노드들은 체인 형태의 라인으로 연결되고, 상기 최상위

계층 노드들 중 제1 노드는 루트 노드를 통해 액세스가능하며,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특정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대응하는

하위 계층 내의 노드들의 체인 형태의 라인을 나타내고, 상기 최하위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지리 정보를 지닌 데이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아직 상기 계층 구조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셀을 식별하는 계층 요소의 값

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노드가 노드들의 대응하는 라인의 개시 부분에 삽입되도록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상기 새로운 셀

에 관한 제공된 지리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1.

  제39항 또는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이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 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추출할 경우에,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의 식별 코드의 계층 요소들의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노드들을 자신들의 대응하는 라인에서의 첫

번째 장소로 자리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2.

  제35항 내지 제38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복수개의 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표를 포함

하고, 상기 처리 수단은 특정 셀의 식별 코드에 해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특정 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

표의 슬롯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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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이 다른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전에 사용되는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

보를 저장하는 해시표의 슬롯을 결정하고,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결정된 슬롯에 관련되는 포인터가 나타내고 있는 추가

슬롯들의 목록 중 한 슬롯 내에 상기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4.

  제22항 내지 제4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는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고,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

기 위성 신호들을 수신하는 위성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의 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청구항 46.

  제22항 내지 제4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은 이동 단말기들이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닛.

청구항 47.

  셀룰러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이루는 통신 수단을 지니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

해 할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

및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며 상

기 결정된 지리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통신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새로운 셀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되는 통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49.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셀에 진입할 때 상

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하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계산된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상

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0.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셀 내에서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

입할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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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을 탈출할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제1 위치

및 상기 제2 위치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

스템.

청구항 51.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

말기의 위치들을 계산하고,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의

통계적 평가를 기반으로하여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2.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이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

말기의 위치들을 계산하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

치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된 위치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

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3.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

말기의 위치들을 계산하고, 이러한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

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에 대하여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

신기로부터 생성하는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전용값을 수신하고,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타이

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가장 작은 값이 수신되는 위치의 좌표들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4.

  제47항 내지 제5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셀에 대한 셀 영역을 추가로 추정하

며 상기 추정된 셀 영역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 및 지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진입할 경우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1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을 탈출할 경우

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제1 위치 및 상기 제2 위치 간

의 거리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

들을 계산하며,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에서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에 서

로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된 그러한 2개의 계산된 위치들 간의 거리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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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위치들에 대하여 상기 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생성하는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수의 전용값을 수신하며, 이러한 셀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이고,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

개변수의 가장 큰 값에 관련되는 위치에서 상기 기지국 송수신기에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송되는 신호

들의 전파 경로의 길이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 영역을 추정하며, 상기 전파 경로의 길이는 상기 타이밍 어드밴스 매개변

수의 가장 큰 값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8.

  제47항 내지 제57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위성 신호들을 수신하는 수신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처

리 수단은 상기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위성 신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적

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59.

  제47항 내지 제58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특정 셀에 다시 진입할 때 상기 셀

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에 의해 제공될 경우에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처

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

할 때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셀 반경의 추정

치 및 셀 좌표들의 추정치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을 위해 상기 셀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하며,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 중심이 상기 추정된 셀 좌표들에 의해 제공되며 그리고 반경이 상기 추정된 셀 반경에 의해 제공되는 원형 영역을 결정

하고;

  -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한 후에 계산된 상기 셀 내의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가 상기 결정된 원

형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며;

  -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계산된 위치를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직선으로

연결하고 상기 직선을 상기 원형 영역의 테두리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며;

  - 상기 직선의 종단점들의 좌표들의 평균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좌표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상기 직선의 길이의 절반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셀 반경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

할 때 상기 이동 단말기의 복수개의 위치들을 계산하며, 상기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은 상기 이동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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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상기 셀에 다시 진입할 때 계산되고 상기 결정된 원형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복수개의 위치들 중

어느 한 위치가 상기 원형 영역의 중심에 대하여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며 상기 가장 멀리 이격된 것으로 계

산된 위치를 상기 직선에 대한 개시 지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2.

  제47항 내지 제61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셀의 식별 코드는 계층 요소들의 값들로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식

별 코드의 각각의 계층 요소에 대한 전용 계층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를 지니고, 각각의 계층은 특정 계층 요소의 상이한 값

을 나타내는 노드들을 포함하며, 상기 계층 구조의 최상위 계층의 노드들은 체인 형태의 라인으로 연결되고, 상기 최상위

계층 노드들의 제1 노드는 루트 노드를 통해 액세스가능하며,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특정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대응하는

하위 계층 내의 노드들의 체인 형태의 라인을 나타내고, 상기 최하위 계층의 각각의 노드는 지리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아직 상기 계층 구조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셀을 식별하는 계층 요

소의 값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노드가 노드들의 대응하는 라인의 개시 부분에 삽입되도록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상기 셀

에 관한 제공된 지리 정보를 삽입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4.

  제62항 또는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

하며, 상기 처리 수단이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 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추출할 경우에,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셀의

식별 코드의 계층 요소들의 값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노드들을 자신들의 대응하는 라인에서의 첫번째 장소로 자리이동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5.

  제47항 내지 제61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복수개의 셀들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표를 포

함하고,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특정 셀의 식별 코드에 해시 함수를 적용시킴으로써 상기 특정 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저

장하는 해시표의 슬롯을 결정하는 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을 결정하는 처리 수단이 다른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전에 사용되는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해시표의 슬롯을 결정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결정된 슬롯에 관련되는 포인터가 나

타내고 있는 추가 슬롯들의 목록 중 하나의 슬롯 내에 상기 특정 셀에 관한 지리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7.

  제47항 내지 제6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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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수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6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수신기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70.

  제47항 내지 제69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

정 시스템.

청구항 71.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상기 셀 내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72.

  제47항 내지 제66항 및 제68항 내지 제70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에 의해 액세스가능

한 네트워크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유닛은 지리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73.

  제47항 내지 제66항 및 제68항 내지 제70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에 의해 액세스가능

한 네트워크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유닛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한 위치를 계산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위치 결정 시스템.

청구항 74.

  제47항 내지 제69항 및 제71항 내지 제7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에 의해 액세스가능

한 네트워크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유닛은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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