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1S 5/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30일

10-0723680

2007년05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5-0071795 (65) 공개번호 10-2007-0016795

(22) 출원일자 2005년08월05일 (43) 공개일자 2007년02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8월05일

(73) 특허권자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72) 발명자 김태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아파트 103동 101호

배성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8 정든동아 205-305

한창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07 관악현대아파트 108-506

정원석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04동 402호

(74) 대리인 송해모

이철희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20005719 A

KR1020050090929 A

KR1020050027895 A

심사관 : 이귀남

전체 청구항 수 : 총 29 항

(54) 실내외 환경에서 ＧＰＳ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 및 이를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시스

템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여 측위를 시도하는 단계; (b) 상

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실외 환경에 위치하여 상기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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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 위치하여 상기 측위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

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저장하는 단계; (c) 측위 주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측위 주기가 도래한 경우 상기 (a)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실내 환경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을 기지국 기반 수준에서 GPS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내

환경의 사용자에게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

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여 측위를 시도하는 단계;

(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

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저장하는 단계; 및

(c) 측위 주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측위 주기가 도래한 경우 상기 (a)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된 시간인 측위 시각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

보만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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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 단계에서 측위를 시도하는 방법은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Standalone GPS)을 이용하여,

(a1) GPS 안테나를 이용하여 상기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상기 GPS 전파를 수신하는 단계; 및

(a2)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되거나 외장형으로 장착된 GPS 수신기가 상기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측위를 시도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보조 핸드셋 기반 GPS(MS-Based Network-Assisted GPS) 방식을

이용하여,

(a3)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단말 정보를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로 전송하는 단계;

(a4) 상기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결정 서버에 의해 생성된 상기 GPS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데이터(Aiding Data)를 수신하는 단계;

(a5) 상기 보조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좌표 정보와 상기 식별 코드 정보를 가진 상기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상기 GPS 전

파를 수신하는 단계; 및

(a6) 상기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데이터의 전송은 IS-801-1 규격 또는 IS-801-1A 규격에서 정의하는 "Provide Ephemeris" 또는 "Provide

Almanac"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측위를 시도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이용하여,

(a7)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단말 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

(a8) 상기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GPS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데이터(Aiding Data)

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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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상기 보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수신한 항법 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하여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데이터의 전송은 IS-801-1 규격 또는 IS-801-1A 규격에서 정의하는 "Provide Acquisition Assistance" 또는

"Provide Sensitivity Assistance"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9.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현재 위치가 실내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현재 위치가 상기 실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

보 또는 상기 요청 신호 수신시에 새롭게 측위하여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및

(d) 상기 현재 위치가 상기 실내 환경인 경우에는 상기 실내 환경으로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실내 환경인지 여부의 판단은 상기 요청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서 3 개 이상의 GPS 인공위성으로

부터 GPS 전파가 수신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메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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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측위 시각 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상기 측위 시각 정보와 함께 저장하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인지 여부는 상기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

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저장하며,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e) 상기 요청 신호 및 상기 위치 정보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a) 단계에서 요청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메모리에 기 저장되어 있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5.

실내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이용한 위치 측위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요청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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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상기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로부

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c) 수신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요청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위치 결정 서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된 시간인 측

위 시각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위치 결정 서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저장

되어 있던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삭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8.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함)을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

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또는 신호의 송수신을 유무선으로 매개하는 이동통신망;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송신하는 GPS 인공위성;

상기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되, 측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

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

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

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

송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인증 및 관리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수

신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LBS 플랫폼(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

을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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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된 시간인 측위 시각 정보를 상

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9.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함)을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

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또는 신호의 송수신을 유무선으로 매개하는 이동통신망;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송신하는 GPS 인공위성;

상기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되, 측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

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

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

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

송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인증 및 관리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수

신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LBS 플랫폼(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

을 포함하되,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상기 메모리에는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만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상기 GPS

인공위성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보조 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위치 결정 서버

(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네트워크 보조 핸드셋 기반 GPS

(MS-Based Network-Assisted GPS) 방식 또는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사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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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상기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상기 요청 신

호를 입력받은 시점에서 위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측위가 가능한 경우 새로이 측위를 수행하고, 새로이 산출

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

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실내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또는 신호의 송수신을 유무선으로 매개하는 이동통신망;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송신하는 GPS 인공위성;

상기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GPS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되,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항법 데이터를 전송

하고 수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 메시지를 전송하며,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신호를 입

력받으면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실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하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장 최근

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위치 결정 서버로 상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전송

하고, 상기 위치 결정 서버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상

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인증 및 관리하고 상기 위치 결정 서버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

신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수신

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LBS 플랫폼(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서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된 시간인 측위 시각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상

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인지 여부는 상기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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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결정 서버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상기 이

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상기 데이터베이스에는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만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7.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함)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수신하는 GPS 안테나 및 상기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GPS 수신기를 포함하는 GPS 모듈;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요청 신호를 포함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을 위한 동작 명령/제어 신호를 입

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상기 GPS 모듈에서 산출한 상기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GPS 모듈이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측위에 의해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측위에 실

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며, 사용자로

부터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거나 상기 메모리에 기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전송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가

표시된 상기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디스플레이하는 LCD 표시부; 및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수신하는 송수신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GPS 모듈은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Standalone GPS) 방식, 네트워크 보조 핸드셋 기반 GPS(MS-Based Network-

Assisted GPS) 방식 및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이용

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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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되는 측위 시각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기존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서 삭제하고 상기 현 주기의 위

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측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측위가 가능

한 경우 새로이 측위를 실행하여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거나 상기 메모리에 기 저

장되어 있는 상기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

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실외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시점

의 측위 결과로 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위

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전자,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무선 통신망(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을 이용한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무선 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무선으로 음성 통화

를 제공하는 무선 음성 통화 서비스로서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문

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성 통화 서비스를 보완해주고 있다.

한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Internet)이 확립되면서 인터

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문자, 음성, 이미지(Image),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망 등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간을 초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대두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무선 인터넷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의 단말기 사용에 따른 진일보된 개인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이동성에 기반하여 고유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 날씨, 스포

츠, 증권, 환율, 교통 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문자, 음성, 정지 영상, 동영상 등의 각종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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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중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는 넓은

활용성 및 편리함으로 인하여 크게 각광받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란 휴대폰, 피디에이(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노트북 PC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된 위치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를 말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구조 요청, 범죄 신고에의 대응, 인접 지역 정보 제공의 지리 정보 시스템(GIS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위치에 따른 이동통신 요금의 차등화, 교통 정보, 차량 항법 및 물류 관제, 위치 기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 및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선 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무선 측위 기술(LDT :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이라고 하는데, 기지국 수신 신호를

이용하는 망 기반(Network-Based) 방식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이용하는 핸드셋 기반(Handset-

Based) 방식으로 구별되며, 최근에는 두 가지 기술을 혼합하여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망 기반 방식은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에 기반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으로 Cell-ID를 추적하거나 기지국과 이동체 간의

거리 측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기존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에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선 기지국의 셀(Cell) 크기나 위치 결정 방식에 따라서

오차가 대략 500 m ~ 수 km에 이를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핸드셋 기반 방식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하여 단말기 자체가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미 국방성이 관리하는 24개의 GPS 인공위성 중 3 개 이상의 위성이 송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도 및 경도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GPS를 이용하는 핸드셋 기반 방식은 오차가 수 m 내지 수십 m 정도로 망 기반

방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정확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위의 정확성과 더불어 GPS 수신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GPS 수신기가

장착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들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PS 수신기가 장착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전송

되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야 하며 실내와 같이 GPS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위치를 측정할

수 없어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핸드셋 기반 방식이 아닌 망 기반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망 기반 방식은 측위의 오차가 크므로 효과적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

자가 실내와 같이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발명은,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실외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시점의 측위 결과로 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제 1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라 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여

측위를 시도하는 단계; (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실외 환경에 위치하여 상기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 위치하여 상기 측

위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저장하는 단계; (c) 측위 주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측위 주기가 도래한 경우 상기 (a)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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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

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사용자로부터 상

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현재 위치가 실내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

기 현재 위치가 상기 실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 또

는 상기 요청 신호 수신시에 새롭게 측위하여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및

(d) 상기 현재 위치가 상기 실내 환경인 경우에는 상기 실내 환경으로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

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이용한 위치 측위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

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

우에는 상기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로부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수신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요청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

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4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라 함)을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또는 신호의 송수

신을 유무선으로 매개하는 이동통신망;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송신하는 GPS 인공위성; 상기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되, 측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

하고, 측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

장하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

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

를 수신하고,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인증 및 관리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수신하여 상

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LBS 플랫폼(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5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방식을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또는 신호의

송수신을 유무선으로 매개하는 이동통신망;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송신하는 GPS 인공위성; 상기 이동통신

망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GPS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GPS 인공

위성으로부터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되,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항법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에 실

패한 경우에는 실패 메시지를 전송하며,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이

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실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

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

보를 요청하는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

기 위치 결정 서버로 상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 결정 서버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

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

말기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인증 및 관리하고 상기

위치 결정 서버로부터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기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LBS 플랫폼

(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

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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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6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실내외 환경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라 함)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포함하는 GPS

전파를 수신하는 GPS 안테나 및 상기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위치 정보를 산출

하는 GPS 수신기를 포함하는 GPS 모듈;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요청 신호를 포함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의 동작을 위한 동작 명령/제어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상기 GPS 모듈에서 산출한 상기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메

모리; 상기 GPS 모듈이 측위에 성공한 경우에는 측위에 의해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측위

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며, 사용

자로부터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거나 상기 메모리에 기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전송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가 표시된 상기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디스플

레이하는 LCD 표시부; 및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수신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당업자에

게 자명하거나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A-GPS

(Assisted 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은 GPS 인공위성(110), 이동통신 단말기(120), 이동통신망(130), 위치 결정 서버(PDE: Positioning

Determination Entity)(140), LBS 플랫폼(150)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GPS 인공위성(110)은 위치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항법 데이터를 반송파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20)로 전송한다.

GPS 인공위성(110)은 기울임각이 55°인 6 개의 원형 궤도면에 각각 4 개씩 배치된 총 24 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GPS 인공위성(110)의 배치는 사용자의 3 차원 위치 및 수신기 시계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지구 전역에서 최소한 4

개 이상의 위성이 항상 보이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다.

각각의 GPS 인공위성(110)에서 송신하는 데이터는 각 위성 번호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PRN 코드(Pseudo Random

Noise Code)를 포함한다. 즉, 코드 다중 분할 방식(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으로 항법 데이터가 반송파

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120)로 전파되므로 이동통신 단말기(120)에서는 각 GPS 인공위성(110)에서 전송하는 항법 데

이터를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20)는 GPS 인공위성(110)이 송신하는 GPS 전파에 포함된 항

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되, 측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위치 정보를 측위 시각 정보와 함께 메모리에

저장하고 측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

하며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키 신호를 입력받으면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에 저장된 위

치 정보를 이동통신망(130)을 통해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이동통신 단말기

(120)는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별도로 측위 시각 정보를 저장할 필요 없이 메모리에는 항상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도록 할 수도 있

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 자체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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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키 신호를 입력받으면 실외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

고 실외 환경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키 신호를 입력받은 시점에서 새로이 측위를 실시하여 위치 정보

를 산출하고 새로이 산출된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로 전송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실

외 환경인지의 여부는 측위에 필요한 3 개 이상의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가 수신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20)는 A-GPS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한다. A-GPS 방식

에는 네트워크 보조 핸드셋 기반 GPS(MS-Based Network-Assisted GPS, 이하 "MS-Based GPS"라 함) 방식 및 네트워

크 기반 핸드셋 보조 GPS(MS-Assisted Network-Based GPS, 이하 "MS-Assisted GPS"라 함) 방식이 있는데, MS-

Based GPS 방식은 위치 결정 서버(140)로부터 수신한 보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GPS 인공위성(110)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된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20)가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MS-Assisted GPS 방식은 이동통신 단말기(120)가 보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GPS 인공위성(110)으로부터 항법 데

이터를 수신하면 수신한 항법 데이터를 위치 결정 서버(140)로 전송하고, 위치 결정 서버(140)가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이

동통신 단말기(120)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망(130)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간의 무선 통

신을 매개하며 기지국 전송기(132)와 기지국 제어기(134), 이동통신 교환국(136) 및 망간 연동 장치(IWF: Inter-Working

Function)(13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기지국 전송기(132)는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한다.

기지국 제어기(134)는 기지국 전송기(132)를 제어하며 이동통신 단말기(120)에 대한 무선 채널 할당 및 해제, 이동통신

단말기(120) 및 기지국 전송기(132)의 송신 출력 제어, 셀간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및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 결정, 트랜스코딩(Transcoding) 및 보코딩(Vocoding), 무선 접속망에 대한 운용 및 유지 보수 기능 등을 수행한

다.

이동통신 교환국(136)은 무선 기지국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기능과 공중 교환 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포함하는 타 망과의 연동 기능,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처리, 가입자의 착신 호 및

발신 호 처리, 위치 등록 절차 및 핸드오프 절차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120)가 전송하는 위치

정보 등 각종 데이터나 메시지를 망간 연동 장치(138)를 통해 위치 결정 서버(140)나 LBS 플랫폼(150)으로 전송한다.

망간 연동 장치는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패킷 공중 데이터 교환망(PSPDN: Packet Switched Public Data Network) 간의

인터페이싱을 위한 장비로 회선 데이터(Circuit Data)를 패킷 데이터(Packet Data)로 상호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망(130)은 CDMA 2000 1x, 3x, EV-DO(Evolution-Data Only) 등과 같

은 동기식 이동통신망과 WCDMA와 같은 비동기식 이동통신망을 모두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결정 서버(140)는 이동통신 단말기(120)로부터 무선 접속망의 분해능과 같

은 단말 정보를 수신한 후 이동통신 단말기(120)에 보조 데이터를 전송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위치 결정 서버

(140)에는 기준 GPS 안테나(미도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120)로부터 해당 무선 접속망의 단말 정보를 수

신한 경우 해당 무선 접속망에서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GPS 인공위성(110)의 정보(좌표 정보, 식별 코드 정보)를 검

색하여 GPS 인공위성(110)의 정보가 포함된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보조 데이터를 IS-801-1 또는 IS-801-1A

에서 정의하는 규격에 따라 전송한다. 즉, MS-Based GPS 방식의 경우에는 "Provide Ephemeris" 또는 "Provide

Almanac"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고, MS-Assisted GPS 방식의 경우에는 "Provide Acquisition Assistance" 또

는 "Provide Sensitivity Assistance"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LBS 플랫폼(150)은 이동통신 단말기(120)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응용 서버를 통칭한다. LBS 플랫폼(150)은 다수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와 연동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의 등록, 인증 및 관리 등의 기능과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과금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요청을 받으면 해당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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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송한 위치 정보를 LBS

플랫폼을 통해 수신하여 수신한 위치 정보에 기반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지리 정보 서비스, 최단 거리/사간 경로 서비스, 관심 지점 서비스, 위치 기반 광고 서비

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상에서는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은 이동통신 단말기(120)가 위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MS-Assisted GPS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20)가 아닌 위치 결정 서버(14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20)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20)는 위치 결정 서버(140)로부터 수신한 보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GPS 인공위

성(110)으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데, 수신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항법 데이터를 위치 결정 서버(140)로 전송

하고, 수신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실패 메시지를 위치 결정 서버(140)로 전송하게 된다.

위치 결정 서버(140)는 이동통신 단말기(120)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120)의 현 주기의 위

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실패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20)의 이전 주기의 위

치 정보를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로부터 이동통

신 단말기(120)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로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160)는 이동통신 단말기(120)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

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20)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위치 결정 서버(140)로 전송하고, 위

치 결정 서버(140)로부터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120)

가 요청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단일 위

성 항법 시스템(Standalone GPS)을 방식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이란 보조 데이터의 도움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220)가 자체적으로 GPS 인공위성(210)으로부터 수

신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제 2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는 위치 결정 서버가

필요하지 않다. 그 외의 부분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템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한 시스템은 MS-Based GPS를 이용한 시스템에 비해 높은 수신율 및 정확도를 가

지며, GPS 음영 지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MS-Based GPS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치 제공 서비스는 분당 30

회 이상의 빠른 검색 속도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며 MS-Assisted GPS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

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GPS 안테나(302)와 GPS 수신기(304)를 포함하는 GPS 모듈, 마이

크로프로세서(306), 메모리(308), 키 입력부(310), LCD(Liquid Crystal Display) 표시부(312), 디지털 신호 처리부(DSP:

Digital Signal Processor), 베이스밴드 변환부(316)와 RF 신호 처리부(318)를 포함하는 송수신부, 스피커(322) 및 마이

크로폰(32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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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안테나(302)는 GPS 인공위성(110, 210)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고, GPS 수신기(304)는 GPS 안테나(302)가

수신한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306)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GPS 전파에는 인공위성의 식별 코드(ID Code), 궤도 위치, 시각 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GPS 수신기(304)는 다수(3 개 이상)의 GPS 인공위성(110, 210)으로부터 발사되는 전파 간 도달

속도의 차이를 연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경위도 좌표)를 연산한다. 여기서 위치 측정 방법은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 방식이나 A-GPS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306)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실외 환경에 위치하여 GPS 수신기(304)가 측위에 성공하는 경우 산출된 위

치 정보를 수신하면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동통신 단말기가 실내 환경에 위치하여 GPS 수신기(304)가 측위에 실패함으로

써 실패 결과를 수신한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인식하여 메모리(308)에 저장하

도록 제어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를 입력받으면 가장 최근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위

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도록 제어하거나 메모리에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제어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306)는 위치 정보가 산출된 측위 시각 정보를 위치 정보와 함께 메모리(308)에 저장하도록 구

성함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306)는 가장 최근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메모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

는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메모리에는 항상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만 저장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306)는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를 수신하면 현 위치가 실외 환경인지 여

부를 판단하여 실외 환경인 경우에는 새로이 위치를 측정하여 새롭게 산출된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실외 환경인지 여부는 GPS 모듈이 측위에 필요한 3 개 이상의 GPS 인공위성으

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메모리(308)는 GPS 수신기(304)가 산출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키입력부(310)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

는 신호를 포함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동작/제어 명령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LCD 표시부(312)는 전파

의 수신 강도, 날짜, 시각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여 주며,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로부터 수신한 위치 기반 정보를 디스플레이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부(314)는 음성 신호를 코딩 또는 디코딩하고 다중 경로 음 제거를 위한 이퀄라이저(Equalizer)로서 기능

하며, 음향 데이터 처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이다. 또한, 디지털 신호 처리부(314)는 베이스밴드 변환부(316)와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베이스밴드 변환부(316)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한다.

베이스밴드 변환부(316)는 RF 신호 처리부(318)와 디지털 신호 처리부(314), 스피커(322) 및 마이크로폰(324) 사이에 송

수신되는 신호를 기저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RF 신호 처리부(318)는 마이크로프로세서(306)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고주파 신호에 싣는 변조 과정을 수행하여 안테나

(320)를 통해 전파 공간으로 송출하거나, 안테나(320)를 통해 수신되는 전파 신호를 복조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306)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하여 측위를 시도한다(S410). 여기서 측위를 하는 방법은 GPS 수신기를 내

장하거나 또는 외장형으로 장착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자체적으로 GPS 전파를 수신하여 GPS 전파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

로부터 위치 정보를 산출하는 단일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결정 서버가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보조 데이터를 IS-801-1 또는 IS-801-1A 규격에서 정의하

는 "Provide Ephemeris" 또는 "Provide Almanac"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가 "Provide Ephemeris" 또는 "Provide Almanac"에 포함된 보조 데이터로부터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

별 코드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위치를 측정하는 MS-Based GPS 방

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는 위치 결정 서버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산출하는 MS-Assisted GPS 방식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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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즉, 위치 결정 서버가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단말 정보를 수신하면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GPS 인공위성의 좌표

정보 및 식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보조 데이터를 IS-801-1 또는 IS-801-1A 규격에서

정의하는 "Provide Acquisition Assistance" 또는 "Provide Sensitivity Assistance"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보조 데이터를 수신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보조 데이터에 포함된 좌표 정보와 식별 코드 정보

를 가진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여 전송하면, 위치 결정 서버는 수신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측위를 시도한 결과 실외 환경에 위치하여 GPS 전파를 수신함으로써 측위에 성공하게 되면 산출된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S420, S430). 그러나 실내 환경에 위치하여 측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S440). 여기서 위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위치 정보가 산출

된 측위 시각 정보를 함께 저장하거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위

치 정보가 가장 최근에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측위된 결과가 메모리에 저장되면 기 설정되어 있는 측위 주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측위 주기가 도래한 경우 S410

단계로 돌아간다(S450).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에 따라 측위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처음에 실외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위치 정보(A, B, C, D)가 순서대로 메모리에 저장

된다. 그러나 건물 등의 실내 환경으로 진입하여 GPS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측위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메

모리에는 실패 결과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 환경으로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 "D"를 저장하게 된

다. 이후에 실외 환경으로 재 진입하는 경우에는 GPS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위치 정보가 "E"가 산출되어 메모

리에는 위치 정보 "E"가 저장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실외 환경에서는 기존 측위 결과와 동일하나 실내 환경에서는 실내 환경으로 진입 전 가장 최근

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게 되므로 실내 환경에서 망 기반 방식을 이용하는 종래 기술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오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측위 오차는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따라서 측위 주기를 길게 설정한다거나 단말기 이동 속도가 크지 않은 이상 망 기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오차를 줄

일 수 있게 된다.

실내 환경의 측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측위 주기를 충분히 작게(5분 이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은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S710),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재 위치가 실내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720).

실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서 새롭게 산출된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S730).

그러나 실내 환경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실내 환경으로 진입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

를 추출한다(S740).

등록특허 10-0723680

- 17 -



여기서 현재 위치가 실내 환경인지 여부는 측위에 필요한 3 개 이상의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S730 단계에서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인지 여부

및 S740 단계에서 "실내 환경으로 진입하기 전 가장 최근에 산출되어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 정보"인지 여부는 도 4에서 설

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S730 단계 또는 S740 단계에서 위치 정보가 추출되면 추출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S750). 여기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추출된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고 위치 기

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수신하거나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기 저장되어 있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 7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예이다. 그러나 MS-Assisted

GP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가 아닌 위치 결정 서버가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가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위치 결정

서버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 위치 결정 서버는 가장 최근에 산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고 위치 정보를 수신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 결정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주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항법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에 산출된 위치 정보를 현

주기의 위치 정보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된 위

치 정보가 가장 최근에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위치 정보가 산출된 시간인 측위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는

현 주기의 위치 정보가 산출될 때마다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삭제함으로

써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장 최근에 산출된 위치 정보만 저장되도록 하여 별도의 판단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

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실내 환경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을 기지국 기반 수준에서 GPS 수

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내 환경의 사용자에게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실내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함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함으로

써 비용 대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측위에 실패한 경우에도 측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내 환경에서 실외 환경으로 재 진입한 경우

에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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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

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에 따라 측위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오차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실내외 환경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210: GPS 인공위성 120, 220: 이동통신 단말기

130, 230: 이동통신망 140: 위치 결정 서버

150, 240: LBS 플랫폼 160, 250: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302: GPS 안테나 304: GPS 수신기

306: 마이크로프로세서 308: 메모리

310: 키입력부 312: LCD 표시부

314: DSP 316: 베이스밴드 변환부

318: RF 신호 처리부 320: 안테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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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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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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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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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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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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