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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하여, 목적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프

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는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SLP(또는 SLP내의 SPC)는 목적 사용자의 위치가 계산되면 SLP는 해당 위치에 따른 프라

이버시 설정을 체크한 후 SUPL INI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통해 해당 프라이버시 설정의 실행 여

부를 SET로 질의함으로써 SUPL STAR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질의

결과에 따라 프라이버시 설정을 실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프라이버시 설정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재차 확인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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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SUPL에이전트,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SUPL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가 요구되면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조건정보를 근거로 위치 세션을 개시하기 위한 제1메시지를 목표 SET로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의 응답에 따라 상기 SET와 위치측정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위치값 전송에 대하여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메시지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SET

로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의 응답에 따라 상기 계산된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개체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2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이고, 상기 제2메시지는 SUPL NOTICATION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2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이고, 상기 제2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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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정보가 사람 또는 지역에 기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상기 위치 요청자에게, 현재 계산된 사용자 위치의 전송이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위치계산이 종료된 후 또는 세션을 종료한 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정보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와 SLP간의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통해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0.

SUPL 에이전트,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SUPL에이전트로부터 SET의 위치보고가 요청되면 SLP에서 SUPL에이전트 및 목적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

는 단계와;

SUPL에이전트가 인증되면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와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수행하여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는 단계와;

SET로 제1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세션을 개시하고, 조건정보가 사람에 기반하는 경우 위치 전송여부를 SET로 질의하는

단계와;

SET에서 SLP로 제1메시지에 대한 제1응답메시지를 SLP로 전송하여 위치측정 세션을 시작을 알리는 단계와;

SLP가 SET로 SUPL POS메시지를 전송하여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계산이 완료되면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SET로 제2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정보의

전송을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로부터 제2응답메시지를 통해 수신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SUPL에이전트로 상기 계산된 SET의 위치를 전달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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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응답메시지에 포함된 SET capability가 Extended Flow를 나타내고, SLP가 Extended Flow

를 지원할 경우 SLP가 SET로 SUPL REPONSE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ET가 SLP로 위치측정절차의 개시를 나타내는 SUPL POS INIT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2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2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이고, 제2메시지는 SUPL NOTIFICATION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

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이고, 제2메시지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

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사용자 위치값 전송에 대하여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지요소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

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사람 또는 지역에 기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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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위치계산이 종료된 후 또는 세션을 종료한 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19.

SUPL 에이전트,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SUPL에이전트를 통해 제3자로부터 SET의 위치보고가 요청되면 SLP가 SUPL에이전트 및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와;

SET 룩업 테이블과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SLP에서, 상기 목적 SET가 SUPL을 지원하는지 및 현재 서비스 지역에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와;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수행하여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는 단계와;

SET로 SUPL INIT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세션을 개시하고, 상기 조건정보가 사람에 기반하는 경우 위치 전송여부를

SET로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SUPL POS INIT를 SLP로 전송하여 위치측정 세션을 시작을 알리는 단계와;

전송된 SUPL POS INIT에 따라 SLP가 SET와 위치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계산이 완료되면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SET로 SUPL NOTIFICATION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정보의 전송을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로부터 SUPL NOTIFICATION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수신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SUPL에이전트로 상기

계산된 SET의 위치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현재 어떤 망에도 데이터 접속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SET가 데이터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UPL INIT메시지와 SUPL NOTIFICATION 메시지는 통지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UPL INIT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조건정보가 위치 요청자 또는 SET의 위치에 기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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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조건정보가 상기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 통지요소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LP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로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계산된 위치에 대한 프라이버시 설정

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5.

SUPL 에이전트,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SUPL에이전트를 통해 SET의 위치보고가 요청되면 SLP의 SLC(SUPL Location Center)가 SET 룩업 테이블과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SET의 SUPL 지원여부와 현재 서비스 지역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

는 단계와;

SET가 SUPL을 지원하고 현재 서비스 지역에 존재하면 내부 초기화를 통해 상기 조건정보를 SLP의 SPC(SUPL

Positioning Center)로 전달함과 함께 SET로 SUPL INIT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세션을 개시하고, 위치 전송여부를 SET

로 질의하는 단계와;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SET에서 데이터 접속을 설정한 다음 SLP의 SPC로 SUPL POS INIT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치측정 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와;

상기 SPC가 SET의 위치를 유추한 후 유추된 위치정보가 SUPL 에이전트에서 요구한 QoS를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단계

와;

상기 유추된 위치정보가 해당 QoS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SET와 연속적으로 메시지들을 교환하여 SET의 위치를 계산하

는 단계와;

상기 위치 계산이 종료되면,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SET로 SUPL NOTIFICATION 메시지

를 전송하여 위치정보의 전송을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로부터 SUPL NOTIFICATION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수신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상기 계산된 SET의 위

치를 내부통신을 통해 SLC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SLC에서 상기 계산된 SET의 위치를 SUPL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

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SP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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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 POS INIT에 포함된 셀 ID를 이용하여 SET의 위치를 유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SUPL INIT메시지와 SUPL NOTIFICATION 메시지는 통지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통지요소는 조

건정보가 위치요청자 또는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SPC는

유추된 위치정보가 해당 QoS를 만족할 경우 그 유추된 위치정보를 내부통신을 통해 SLC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SPC는

조건정보가 위치 요청자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거나 항상 허용을 지시할 경우 조건정보가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

하여 항상 허용을 지시할 경우 상기 위치계산이 종료되면 바로 내부통신을 통하여 SLC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SPC는

조건정보가 위치 요청자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에 SUPL INIT메시지를 통해 질의하고, 조건정보가 상기 계

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SUPL NOTIFICATION 메시지를 통해 질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SPC는

조건정보가 상기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 SUPL INIT메시지와 SUPL NOTIFICATION메

시지를 통해 위치전송을 질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

청구항 32.

목적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는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사용자의 위치가 요청되면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수행하여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고, 조건정보가 상기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 소정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SET로 질

의하는 SLP와;

등록특허 10-0690867

- 7 -



상기 SLP와 위치계산절차를 수행하고, 상기 SLP의 질의에 따라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SE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SLP는

조건정보가 위치 요청자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치계산전에 SUPL INIT메시지를 통해 질의하고, 조

건정보가 상기 계산된 위치값 전송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치계산 후 SUPL NOTIFICATION메시지

를 통해 질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SLP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로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 조건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SET는

SUPL STAR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메시지를 통해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 관리장치.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SLP는

실제 SET와 메시지를 교환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제1개체와;

SET의 위치정보를 계산하는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2개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

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개체는

SPC(SUPL Positioning Center)이고, 제2개체는 SLC(SUPL Location Cen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

시 관리장치.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개체는

내부통신을 통하여 제2개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명세서

등록특허 10-0690867

- 8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Privacy) 서비스에 것으로서, 특히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망에서 사용자 위치에 따른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통 사용자에게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그널링 및 위치(location) 정보가 이동 단말과 위치 서버사이

에 전달되어야 한다. 최근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위치 기술들(Positioning technologies), 예를들면 이동

소자(Mobile device)의 위치에 기초한 위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기 기술들은 통상 사용자 평면과 제어평면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데, 상기 기술의 일 예로 사용자 평면을 통해 위치 서

비스를 제공하는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이 알려지고 있다. 상기 SUPL은 이동국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

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GPS assistance와 같은 위치 assistance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이동

단말과 네트워크사이에서 위치 기술(Positioning technology) 관련 프로토콜 운반하기 위해 사용자 평면 데이터 베어러

(bearer)를 사용한다.

통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PUL 네트워크는 SUPL에이전트(Agent), SLP(SUPL Location Platform) 및 SET

(SUPL Enabled Terminal)를 포함한다.

SUPL 에이전트는 실제 측정된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논리적인 서비스 억세스 포인트를 나타내고, SLP는 위치 정보를 얻

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들을 억세스하는 네트워크 부분의 SUPL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를 나타낸다. SET는 SUPL네트워크

와 통신할 수 있는 소자로서, 예를들면 UMTS의 UE(User Terminal), GSM의 MS(Mobile Station) 또는 IS-95 MS 중의

하나일 수 있으며, 사용자 평면 베어러를 통해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SUPL에서의 정의 절차들을 지원한다.

그런데, 현재에는 SUPL 망 구조에서 각 SUPL소자의 기능만 제시되고 있을 뿐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 SUPL 소자

들간의 신호 전달체계는 아직 논의중에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위치 및 조건설정에 따른 다양한 인증(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 못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3자가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할 때 해당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사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프라이버시 규칙들이 적용될 때 각 프라이버시 규칙의 적용을 사용

자에게 확인하는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위치측정을 담당하는 SLP를 SLC(SUPL Location Center)와 SPC(SUPL Positioning Center)

로 분리하여, 목적 SET와 SPC간의 직접 연결을 통하여 위치계산 절차를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관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

서, 기지국은 목적 사용자의 위치가 계산되면 해당 위치에 기 설정된 프라이버시의 실행 여부를 단말로 질의하여, 상기 단

말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상기 프라이버시를 실행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질의는 SUPL INI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통해 수행하고, 응답은 SUPL START

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메시지를 통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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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UPL에이전트, SLP(SUPL Location Platform)와 SET(SUPL Enabled

Terminal)을 구비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프라이버시 관리방

법은, SUPL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가 요구되면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조건정보를 근거

로 SET와 위치 세션을 개시하기 위한 제1메시지를 통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SET로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

의 응답에 따라 SET와 위치측정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위치계산이 종료되면

조건정보에 따라 제2메시지를 통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SET로 질의하는 단계와; 상기 SET의 응답에 따라 상기

계산된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개체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제2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메시지는 SUPL INIT메시지이고, 상기 제2메시지는 SUPL NOTICATION메시지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제2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START메시지이고, 상기 제2메시지의 응답메시지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조건정보가 사람 또는 지역에 기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 수행된

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조건정보가 사람에 지역에 기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에 수행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2메시지를 통한 질의는 위치계산이 종료된 후 또는 세션을 종료한 후 수행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조건정보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와 SLP간의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통해 체크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증을 수행하는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프라이버시 관리장치는, 은 사용자의 위치가 요청되면 위치 프라이

버시 체킹 서비스를 수행하여 프라이버시의 조건정보를 체크하고, 체크된 조건정보에 따라 사용자 소정의 메시지를 이용

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SET로 질의하는 SLP와; 상기 SLP와 위치계산절차를 수행하고, 상기 SLP의 질의에 따라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SET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SLP는 사람에 기반한 조건정보가 조건허용일 경우에는 위치계산이전에 SUPL INIT메시지를 통해 질의

하고, 지역에 기반한 조건정보가 조건허용일 경우에는 위치계산 후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통해 질의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SLP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로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 조건정보를 요청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SLP는 SUPL INI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통해 SET로 질의하며, 상기 SET는

SUPL START메시지 또는 SUPL NOTIFICATION RESPONSE메시지를 통해 응답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SLP는 실제 SET와 메시지를 교환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제1개체와; SET의 위치정보를 계산하는 이외

의 기능(로밍(Roaming) 및 자원관리등)을 수행하는 제2개체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개체는 SPC(SUPL Positioning Center)이고, 제2개체는 SLC(SUPL Location Center)와 SPC

(SUPL Positioning Center)이며, 상기 제1,제2개체는 내부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SUPL네트워크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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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스템, 예를들면 SUPL네트워크에서 프라이버시 규칙(rule)들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위치(home, office, 에 따

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위치하면 해당 사용자와 위치에 따라 적절한 프라이버시 체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발명은 제3자가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할 때 해당 사용자 위치를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전송하는 프라이버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제3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요구하면, SLP(SUPL Location Platform)는 먼저 외부의 프라이버

시 체킹 개체(Privacy Checking Entity : PCE)로부터 프라이버시 정보 (전송조건)를 체크한 다음 SET(SUPL Enabled

Terminal)의 위치를 계산한다. 위치 계산이 완료되면 SLP는 프라이버시 정보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위치를 직접 제3자에

게 전송하거나 단말로 질의한 후에 제3자에게 전송한다.

상기 PCE는 보통 SLP와 연결되어 있으며, 예를들면 다음 [표1]과 같이 지역별/추적 가능한 사람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1]

No. 사람 지역 허용여부

case 1 A  항상허용

case 2 B  조건허용

case 3 C I 항상허용

case 4 C II 조건허용

[표1]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PCE에는 case 1과 case 2와 같이 사람마다 정보제공여부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case 3및 case 4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표1]에 도시된

프라이버시 정보는 일 예로서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후, 본 발명에 따른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SUPL 위치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의한(Network-initiated) 서비스와 SET 에 의한(SET-initiated)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은 네트워크에 의한 immediate 위치요구를

위한 SUPL 호 흐름(call flow)을 나타낸다. 이때, 상기 SLP는 네트워크측이고, SET는 단말측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요청개체(제3자)가 네트워크내의 SUPL 에이전트로 단말의 위치보고를 요청하면, SUPL에이전트는

MLP(Mobile Location protocol) SLIR (Standard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통해 SLP로 단말의 위치보고

를 요청한다(S10). 상기 MLP SLIR메시지는 ms-id, lcs(location services)-client-id 및 qos등을 포함한다.

상기 SLP는 수신된 lcs-client-id를 근거로 SUPL 에이전트가 위치 서비스를 위해 인증되었는지 체크하고, 상기 ms-id를

근거로 lcs-client-id에 대한 가입자 프라이버시(privacy) 체크를 수행한다. 즉,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SLP는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PCE)로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요구(Location Privacy Asser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프

라이버시 정보를 요청한다(S30). 이 경우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요구 메시지 포멧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이후, 위치 프라이버시 설정 응답(Location Privacy Assertion Response)메시지를 통해 PCE로부터 프라이버시 정보가

수신되면(S31), SLP는 SET로 SUPL INIT메시지를 전송하여 SET와 위치 세션(location session)을 시작한다(S11).

이때, [표1]에 도시된 바와같이, SLP는 사람 A와 같이 SET의 위치보고가 항상 허용된 경우는 SUPL INIT메시지내에 통

지(notification)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사람 B와 같이 조건부로 SET의 위치보고를 허용한 경우에는 SUPL INIT메시

지내에 통지요소를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제3자(B)에게 전송해도 되는지 SET로 질의한다. 또한, 상기

SUPL INIT메시지는 세션 id(session-id), SLP 어드레스 및 위치측정 방법(posmethod)등을 포함한다.

SLP로부터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SET는 위치보고의 허용여부를 전송함과 함께 SLP와 위치측정 세션을 시작하

기 위한 SUPL START메시지로 응답한다(S12). 상기 SUPL START메시지는 적어도 session-id, SET capabilities 및 위

치 식별자(lid)를 포함한다. 상기 SET capabilities는 지원된 위치측정 방법(e.g., MS assist A-GPS 및 MS bas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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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cell-id방법)과 관련 위치측정 프로토콜(e.g., RRLP,RRC,IS-801)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SET capabilities

는 Reduced Flow, Extended Flow, Both Flow인 SUPL 확장(Extended) 흐름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SET는 사용

되는 무선 기술(e.g., GSM: TA,RXLEV)을 위한 NMR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SET로부터 SUPL START메시지가 도착하면, SLP는 SUPL START메시지를 검사하여, 어떤 위치측정 프로토콜

(RRLP,RRC,IS-801)이 사용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상기 SUPL START메시지에 포함된 SET capability가

Extended Flow를 나타내고, SLP는 Extended Flow를 지원하면, 상기 SLP는 SET로 SUPL REPONSE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SET capabilities가 Extended Flow를 나타내지만 SLP가 Extended Flow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SLP는 SUPL

END메시지를 전송하여 SET에게 적절한 에러표시를 전달한다.

만약, 상기 SET capability가 Extended Flow를 나타내면, SLP는 위치측정 절차를 위하여 초기 메시지를 포함하는 SUPL

POS메시지를 SET로 전송하여 위치측정 절차를 시작한다. 만약, 상기 SET capability가 SUPL START 요구에서 Both

Flows를 나타내면, SLP는 SUPL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치측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결정한다.

만약, SLP가 자신의 capability와 SET capability에 근거하여 Extended Flow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SLP는 SUPL

RESPONSE메시지를 SET로 전송한다(S13). 상기 SUPL RESPONSE가 수신되면, SET는 SUPL POS INIT메시지를 SLP

로 전송하는데(S14), 이 경우 SET는 SUPL POS INIT메시지에 첫번째 SUPL POS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SLP는 SUPL START메시지에 따라 SUPL 위치측정 절차를 시작하고(S15), 상기 SLP 또는 SET는 SUPL 위치측

정 절차 메시지는 여러 번 연속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SET의 위치는 SLP가 SET로부터 수신된 측정값

(measurements)에 근거하여 위치를 계산하거나(MS Assisted), SET가 SLP로부터 획득된 Assistance에 근거하여 위치

를 계산할 수 있다 (MS Based). 만약, SET가 위치를 계산하는 경우 위치계산은 SET에 탑재된 위치 감지부(예를 들어,

GPS 또는 Cell-id에 의한 위치 계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SET의 위치 계산이 완료되면 SUPL END메시지를 SET로 전송하여, 더 이상 위치측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위

치 세션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S16), 상기 PCE의 조건정보에 따라 즉, 사람 A, B의 경우(case 1 및 case 2)는 위치측정

(positioning) 이후의 추가적인 질의없이 바로 SUPL에이전트로 사용자 위치를 포함하는 MLP SLIA(Standard Location

Immediate Answer) 메시지를 전송한다(S20). 이때, SET은 상기 위치 세션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해제한다.

그런데, [표1]에 도시된 바와같이, 사람 C는 지역 1 및 지역 II에 따라 프라이버시 정보 즉, 조건정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

다(case 3 및 case 4). 따라서, SLP는 상기 프러이버시 체크동작에서 인식한 조건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를 C에게 전

송하는데, 예를들어, 지역 I에서는 조건이 항상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SLP는 위치측정(positioning) 이후 SET의

확인없이 바로 SUPL에이전트로 사용자의 위치(SET의 위치)를 전달한다. 반면에, 지역 II에서는 조건부로 위치전송이 허

용되었기 때문에 SLP는 사용자에게 상기 계산된 위치를 C에게 전송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SET에게 질의한다(S17). 이

때, 사용자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SUPL INIT메시지의 통지 요소를 통해 전송된다. 또한, 본 발명은 조건정보가 지역에 기

반하여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case 4) 상기 단계(S11)에서 SUPL INIT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치전송 여부를 질의한 후

재차 단계(S17)에서 질의할 수도 있다.

이후 SET로부터 사용자의 통지 응답이 포함된 SUPL START메시지가 전송되면(S18), SLP는 SET로 SUPL END메시지

를 전송하고(S19), SUPL에이전트로 사용자 위치가 포함된 MLP SLIA(Standard Location Immediate Answer)메시지를

전송한다(S20).

상술한 바와같이 프라이버시 인증이 목적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기초하는 경우(case 4) SLP는 단계(17)과 같이 SUPL

INIT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전송여부를 다시 한번 질의한다. 그런데,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SET의 모든 자원은

SUPL END 메시지에 의해 이미 해제된 상태이므로 SLP는 SUPL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

여 다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인증이 목적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기초하는 경우, 도 1과 같이 SUPL

INIT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전송여부를 다시 한번 질의할 경우에는 시간적인 지연과 낭비가 발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제2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은 도4에 도시된 바와같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사용

자의 위치전송이 조건허용으로 설정된 경우(case 4) SLP는 SUPL 위치측정 절차(S45) 이후에 바로 SUPL INIT 메시지를

SET로 전송하여 위치전송여부를 질의한다(S46). 이후 SET로부터 전송여부가 포함된 SUPL START 메시지가 수신되면

SLP는 SET로 SUPL END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 세션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해제시키고(S47,S48), SUPL에이전트로

사용자 위치가 포함된 MLP SLIA 메시지를 전송한다(S49).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번호만 다를 뿐 도 1과 동일하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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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SUPL INIT 메시지 및 SUPL START 메시지를 재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확인을 위한 새로운 메

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에서는

SUPL INIT 및 SUPL START 메시지 대신에 SUPL NOTIFICATION 메시지 및 SUPL NOTIFICATION RESPONSE 메

시지를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번호만 다를 뿐 도 4와 동일하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도 5를 참조하면, SUPL 위치측정 절차(S55)가 종료되면 SLP는 PCE와 SLP간의 연결을 통해 이미 PCE에 설정된 조

건정보(case 4)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II의 경우에는 SET로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다시 한번 질의한다(S56). 이때 SUPL NOTIFICATION 메시지에는 session-id 및 통지 요소만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SUPL NOTIFICATION메시지의 통지 요소를 통해 전송된다.

상기 SUPL NOTIFICATION에 응답하여 SET는 사용자의 통지 응답이 포함된 SUPL NOTIFICATION RESPONSE 메시

지를 SLP로 전송하고(S57), SLP는 해당 SUPL NOTIFICATION RESPONSE 메시지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SET로 SUPL END메시지를 전송하여, 더 이상 위치측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위치 세션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S58),

상기 계산된 SET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MLP SLIA 메시지를 SUPL에이전트로 전송한다(S59). 따라서, 목적 SET은 상

기 위치 세션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해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이다. 상기 제4실시예에서는 Reduced Flow 혹은

Extended Flow에 대한 구분이 없이 SUPL 메시지를 주고 받아 SUPL 프라이버시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번호만 다를 뿐 도 5와 동일하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같이, 요청개체(제3자)가 네트워크내의 SUPL 에이전트로 단말의 위치보고를 요청하면, SUPL 에이전

트는 MLP SLIR 메시지를 통해 SLP로 단말의 위치보고를 요청한다(S60). 상기 MLP SLIR메시지는 ms-id, lcs-client-id

및 qos등을 포함한다.

상기 SLP는 수신된 lcs-client-id를 근거로 상기 SUPL 에이전트가 위치 서비스를 위해 인증되었는지 체크하고, 상기

ms-id를 근거로 lcs-client-id에 대한 가입자 프라이버시(privacy) 즉,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PCE)로부터 조건정

보를 체크한다.

또한, SLP는 SET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목적 SET가 SUPL을 지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라우팅 정보

를 이용하여 목적 SET가 현재 서비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한다(S61).

일단 SUPL 에이전트 인증과 상기 요청개체의 조건정보 인식이 완료되면, SLP는 SUPL INIT메시지를 SET로 전송하여,

SET와 위치 세션을 시작한다(S62). 이때 SLP는 case 2 및 case 4와 같이 조건정보가 사람 및/또는 지역에 근거하여 조건

허용으로 설정된 경우 상기 SUPL INIT에 통지요소를 포함시켜 사용자 위치의 전송여부를 질의한다. 그리고, 상기 SUPL

INIT메시지는 session-id, SLP 어드레스, 위치측정 방법(posmethod)등을 포함한다.

상기 SLP로부터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목적 SET는 현재 어떤 망에도 데이터 접속이 열려(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패킷 데이터 망(3GPP 혹은 3GPP2 등의 망)에 연결하고(데이터 접속 설정)(S63), SLP와 위치측정 세션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송유무가 포함된 SUPL POS INIT메시지로 응답한다(S64). 상기 SUPL POS INIT메시지는 적어

도 session-id, SET capabilities 및 위치 식별자(lid)를 포함한다. 상기 SET capabilities는 위치측정 방법(e.g., MS

assist A-GPS 및 MS based A-GPS, cell-id방법)과 관련 위치측정 프로토콜(e.g., RRLP,RRC,IS-801)을 포함한다. 또

한, 상기 목적 SET는 사용되는 무선 기술(e.g., GSM: TA,RXLEV)을 위한 NMR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단 목적 SET로부터 SUPL POS INIT메시지가 도착하면, SLP는 SUPL POS INIT메시지를 검사하여, 사용자 위치의 전

송유무를 파악한 후 어떤 위치측정 프로토콜(RRLP,RRC,IS-801)을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LP는 SUPL POS

INIT메시지에 따라 SUPL 위치측정 절차를 시작하고, 상기 SLP 또는 SET는 SUPL 위치측정 절차 메시지를 여러 번 연속

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S65). 상기 SUPL 위치측정 절차에서, 위치 계산은 SLP가 SET로부터 수신한 측정값을 기초로 수

행하거나(MS Assisted), SET가 SLP로부터 획득된 Assistance를 기초로 수행한다(MS Based). 이때, SET가 위치를 계

산하는 경우, 위치계산은 SET에 탑재된 위치 감지부(예를 들어, GPS 또는 Cell-id에 의한 위치 계산부)에 의해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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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측정절차가 완료되면 SLP는 상기 조건정보에 따라 case 1,2,3의 경우는 상기 계산된 SET의 위치를 MLP SLIA

메시지를 통해 SUPL 에이전트로 전달하고, case 4의 경우는 SET로 SUPL NOTIFICATION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시 한번

위치전송여부를 질의한 후 SUPL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66-69).

도 7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이다.

본 발명의 제5실시예는 SLP(Home SLP)의 구성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SLC(SUPL Location Center)와 SPC(SUPL

Positioning Center)로 나누어, 프리이버시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SUPL 메시지 절차이다. 망 요소인 SLP는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개체(entity)인 SPC 와 위치정보를 계산하는 이외의 SLP의 역할, 예를 들어 로밍(Roaming), 자원관리등

을 담당하는 SLC로 구성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SLP를 실제 SET와 메시지를 교환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SPC와, SET의 위치정보를 계산하는 이외의 기능

을 수행하는 SLC로 분리하여, 상기 SPC가 직접 SET와 위치측정절차를 수행하고, 상기 SPC와SLC간의 정보전달은 내부

통신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예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요청개체(제3자)가 네트워크내의 SUPL 에이전트로 단말의 위치보고를 요청하면, SUPL에이전트는

MLP SLIR 메시지를 통해 H(Home)-SLC로 단말의 위치보고를 요청한다(S70). 상기 MLP SLIR메시지는 ms-id, lcs-

client-id 및 qos등을 포함한다.

상기 H-SLC는 수신된 lcs-client-id를 근거로 SUPL 에이전트를 인증하고, ms-id를 근거로 lcs-client-id에 대한 가입자

프라이버시 체크 즉, 외부의 프라이버시 체킹 개체(PCE)로부터 상기 요청개체에 대한 조건정보를 체크한다. 또한, SLC는

SET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목적 SET가 SUPL을 지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 SET가 현재 서비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한다(S71). 이러한 동작이 완료되면 H-SLC는 H-SPC와의 내부 초기화

(internal initialization)를 통해 H-SPC로 조건정보와 함께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린다(S72). 일단

SUPL 에이전트 인증과 요청개체의 조건정보 인식이 완료되면, SLP는 SUPL INIT메시지를 SET로 전송하여, SET와 위

치 세션을 시작한다(S73). 이 경우 SLP는 조건정보에 따라 SUPL INIT에 통지요소를 포함시켜 전송한다(case 2 및 case

4). 그리고, 상기 SUPL INIT메시지는 session-id, SLP 어드레스, 위치측정 방법(posmethod)등을 포함한다.

상기 SLP로부터 SUPL INIT메시지가 수신되면, 목적 SET는 현재 어떤 망에도 데이터 접속이 열려(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패킷 데이터 망(3GPP 혹은 3GPP2 등의 망)에 연결하고(데이터 접속 설정)(S74), 통지규칙을 추측하여 적절한 조치

즉, SLP와 위치측정 세션을 시작하기 위하여 SUPL POS INIT메시지로 응답한다(S75). 상기 SUPL POS INIT메시지는 적

어도 session-id, SET capabilities 및 위치 식별자(lid)를 포함한다. 상기 SET capabilities는 지원된 위치측정 방법(e.g.,

MS assist A-GPS 및 MS based A-GPS, cell-id방법)과 관련 위치측정 프로토콜(e.g., RRLP,RRC,IS-801)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 SET는 사용되는 무선 기술(e.g., GSM: TA,RXLEV)을 위한 NMR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SET로부터 SUPL POS INIT메시지가 도착하면, H-SPC는 SUPL POS INIT메시지를 검사하여, 어떤 위치측정 프로토콜

(RRLP,RRC,IS-801)이 사용될지 결정한다. 또한, H-SPC는 목적 SET로부터 수신된 lid 즉, 기지국 ID를 이용하여 현재

목적 SET의 위치를 대략적(rough)으로 유추하고(S76), 내부 통신을 통하여 만약 유추된 위치정보가 SUPL 에이전트에서

요구한 QoS를 만족하는지 체크한다. 체크결과 유추된 위치정보가 SUPL 에이전트에서 요구한 QoS를 만족하면 위치계산

절차(SUPL POS)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단계(S78) 이후의 동작을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적인 메시지

들을 목적 SET와 교환하여 SUPL POS 절차를 수행한다(S77).

따라서, H-SPC 또는 목적 SET는 positioning을 위한 연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목적 SET의 위치를 계산하며, 위치 계산은

SLP가 SET로부터 수신한 측정값을 기초로 수행하거나(MS Assisted), SET가 SLP로부터 획득된 Assistance를 기초로

수행한다(MS Based). 이때, SET가 위치를 계산하는 경우, 위치계산은 SET에 탑재된 위치 감지부(예를 들어, GPS 또는

Cell-id에 의한 위치 계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위치계산이 완료되면 H-SPC는 조건정보에 따라 상기 계산된 사용자의 위치가 SUPL에이전트로 전달될 수 있도

록 바로 내부통신을 통해 H-SPC로 전달하거나(S78)(case 1,2,3의 경우) 단계(S79-S81)를 수행한 후 내부통신을 통해

H-SPC로 전달한다(S83)(case 4의 경우).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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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프라이버시 인증이 목적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설정(프라이버

시 정보)의 적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확인 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또한, 본 발명은 위치측정을 담당하는 SLP를 SPC와 SLC로 분리하여, 목적 SET와 SPC간의 직접 연결을 통하여 위치계

산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종래 SLC를 통한 시그널링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upgrade)을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SLP가 외부의 SPE(Privacy Checking Entity)와 수행하는 위치 프라이버시 체킹 서비스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PUL INIT메시지의 포멧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리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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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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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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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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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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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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