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4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5월03일

10-0575802

2006년04월25일

(21) 출원번호 10-2004-0085140 (65) 공개번호 10-2006-0024305

(22) 출원일자 2004년10월23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16일

(30) 우선권주장 60/608,903

1020040075683

2004년09월13일

2004년09월21일

미국(US)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심동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동 454-1 금송리빙텔 503호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관 : 김병균

(54)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로밍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로밍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은 V-SLP가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을 위한 positioning 관리 기능과 SUPL 세션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자원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상기 V-SLP가, 상기 positioning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V-SPC와; 상기 V-SPC와의 내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V-SLC;를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하여, 목적 단말이 H-SLP로부터 V-SPC 관련 정보를 제공받

으면 H-SLP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하고 V-SPC와의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하며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이 완료되면 상기 V-SPC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목적 단말

이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아도 V-SLP로부터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위치정보시스템,SUPL로밍, R-SLP, H-SLP, H-SLC, V-SLP, V-SLC, V-SPC, SE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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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Network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을 보이는 도면.

도 2는 Network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

이는 도면.

도 3은 Network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또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

도 4는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을 보이는 도면.

도 5는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기반 위치 서

비스를 이용한 로밍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관련 기능부를 이동통신 Network에 구비하여, 주

기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이동 단말의 위치를 일정 개체(entity)에 전달하는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위치 서비스와 관련된 Network 구조는 3GPP나 3GPP2 등의 내부 Network 구조에 따라 상이하며, 현재 이동 단말

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이동 단말이 속한 셀의 ID를 전달하는 셀-ID 방식, 이동단말로부터 각 기지국으로 전파가

도달되는 시간을 측정한 다음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이동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및 그리고 GPS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상기 위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그널링 및 위치정보가 이동 단말과 위치 서버 사이에

서 전달되어야 한다. 최근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위치 기술들(Positioning technologies), 즉 이동 단말의

위치에 기초한 위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기 기술들은 통상 사용자 평면 (User Plane) 과 제어평면 (Control

Plane) 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데, 상기 기술의 일 예로서 사용자 평면을 통해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이 알려지고 있다.

상기 SUPL은 이동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GPS assistance와 같은

위치 assistance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이동단말과 Network사이에서 위치 기술(Positioning technology) 관련 프

로토콜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자 평면 데이터 베어러(bearer)를 사용한다.

통상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UPL Network은 크게 SUPL 에이전트(Agent), SLP(SUPL

Location Platform) 및 SET(SUPL Enabled Terminal)를 포함한다. 상기 SUPL 에이전트는 실제 측정된 위치 정보를 사

용하는 논리적(logical)인 서비스 억세스 포인트를 나타내며, 상기 SLP는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Network 자원들을 억세

스하는 Network 부분의 SUPL 서비스 억세스 포인트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SET는 SUP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SUPL Network과 통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 예를들어 UMTS의 UE(User Terminal), GSM의 MS(Mobile Station)

,IS-95의 MS, 또는 SET 기능이 내재된 Laptop Computer나 PDA 중의 하나일 수 있다. 혹은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접속하는 다양한 이동 단말일 수도 있다. 상기 SET는 사용자 평면 베어러(Bearer)를 통해

Network과 연동되어 SUPL에서의 정의 절차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원래 등록한 Network을 Home Network(홈

네트워크)이라 하고 사용자가 이동하여 Home Network 영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하였을 때 해당 지역의 Network을

Visited Network(방문네트워크)이라 명명한다. 또한 Home Network 내의 SLP를 H-SLP (Home-SLP)로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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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내의 SLP를 V-SLP(Visited-SLP)로 지칭한다. 이 때 Network에서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External

client가 처음 접속하는 SLP를 R-SLP(Requesting SLP)라고 하며 이것은 logical entity로서 H-SLP와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위치 추적을 목표로 하는 SET를 target SET라고 한다.

일반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Roaming 방법은, 실제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Visited Network에서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Visited Network과의 직접 연결(direct connection)을 통해 SUPL 서비스를 제공

할 때, Target SET는 Home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설정된 Home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통

해 Visited Network의 주소를 상기 Home Network으로부터 제공받으며, 상기 Home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Target SET는 상기 Visited Network의 주소를 이용하여 Visited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Roaming 방

법은, SUPL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Target SET가 Home Network 및 Visited Network과의 두 개의 TCP connection

을 동시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Visited Network과 Target SET 간 직접 연결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을 위한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도 Home Network은 Target SET와 TCP connection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로밍 방법은 Home Network의 TCP 자원의 사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Visited Network의 SLP가 목적 단말

의 위치 계산을 위한 positioning 기능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SUPL 세션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자원 관리 기능도 함께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SUPL 절차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목적 단말이 Home Network과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nnection과 Visited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없어 목적 단말의 signaling

burden을 줄일 수 있는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로밍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Visited Network과 목적 단말의 직접 연결을 통한 SUPL 서비스 제공의 경우, 목적 단말이 Home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한 후 Visited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함으로써, SUPL 절차 수

행 동안 목적 단말이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고도 Visited Network으로부터 SUPL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로밍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Visited Network과 목적 단말의 직접 연결을 통한 SUPL 서비스 제공의 경우, Visited Network

에 proxy entity를 두지 않고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주체인 SUPL positioning center와 direct connection을 설정하여 목

적 단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의 로밍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목적 단말과

Home Network 간에 연결된 제1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nnection을 해지하고, 목적 단말과 Visited

Network 간에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목적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절

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의 로밍 방법은,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요구되면, 제1 TCP connection을 통해 H-SLC가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V-SPC의 주소를 상기

Target SET에게 알려주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의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Target

SET와 상기 V-SPC 간에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V-SPC와 상

기 Target SET가 서로 연동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V-SPC가 상기 H-SLC로 전송하고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SUPL Agent, R-SLP, H-SLC, V-SLC, V-SPC,

Target SET를 구비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SUPL Agent가 MLP 통신 방식으로 R-SLP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H-SLC로 RLP 통신 방식으로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고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으면,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로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Target SET와 SUPL 절차를 시작하고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H-SLC로 전송하여 SUPL 절차의 시

작을 알리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해 있는

V-SLC를 판단하고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C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V-

SLC와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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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

호, 그리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 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V-SPC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의 세션 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

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RLP 통신

방식으로 상기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MLP 통신 방식으로 상기 SUPL

Agent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SUPL Agent, R-SLP, H-SLC, V-SLC, V-SPC,

Target SET를 구비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SUPL Agent가 MLP 통신 방식으로 R-SLP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H-SLC로 RLP 통신 방식으로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고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으면, 상기

H-SLC는 roaming 서비스 지역의 V-SLC로 V-SPC의 주소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

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SUPL INIT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

호, 그리고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V-SPC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RLP 통신 방식으로 상기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MLP 통신 방

식으로 상기 SUPL Agent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V-SLC와 V-SPC를 구비한 V-SLP(Visited-SLP),

H-SLC를 구비한 H-SLP(Home-SLP), Target SET를 포함하는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H-SLC로 전송하여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

과; 상기 H-SLC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해 있는 V-SLC를 판단하

고 RLP 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C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V-SPC로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internal initialization

을 통해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상기 V-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P는 상기 V-SLP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상기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

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V-SPC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가 수행되면, 상기 V-

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의 세션 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

정과; 상기 V-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SLC는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RLP-SSRP 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시스템은, Visited Network과 Target SET 간 직접 연결을 통

해 SUPL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V-SLP 관련 정보를 제1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

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H-SLP와; 상기 Target SET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V-SLP

와;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한 후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Target SET;를 포함하여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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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SLP는, Home Network에 위치한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H-SPC와; 상기 H-SPC와 내부 통신을 수행

하며 로밍과 자원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H-SLC;를 포함한다.

상기 V-SLP는, Visited Network에 위치한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V-SPC와; 상기 V-SPC와 내부 통신을 수행

하며 로밍과 자원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V-SLC;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에 기반한 위치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Visited

Network에서 Roaming을 통해 Visited Network에서도 SUPL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Visited Network

의 SLP가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을 위한 positioning 기능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SUPL 세션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자원

관리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단말이 Home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한 후

상기 Visited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단말이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

에 유지하지 않고도 Visited Network으로부터 SUPL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로밍 방법은, Visited Network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SUPL 서비스를 이용할 때, SLP가 SUPL 절차

를 시작하는 경우와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과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1은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을 보인다.

요청 개체가 SUPL Agent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면, SUPL Agent는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SLIR (Standard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R-SLP로 전송하여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한다(S11)

. 상기 MLP SLIR 메시지는, 적어도 Target SET ID(msid)와 상기 SUPL Agent의 ID (lcs(location services)-client-id)

를 포함한다. 상기 msid는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IP address일 수도 있으며 ID일 수도 있다.

상기 R-SLP는, 수신된 lcs-client-id를 이용하여 SUPL Agent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상기 R-SLP는, 수신된

target SET의 msid를 검증하여 target SET가 속한 H-SLP를 검색한 후, 상기 SUPL agent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즉,

MLP SLIR 메시지를 RLP (Roaming Location Protocol) SRLIR (Standard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

지를 이용하여 상기 검색된 H-SLP로 전달한다(S12).

상기 H-SLP는 Target SET로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SET와 SUPL 절차를 시작한다(S13). 상기 SUPL

INIT 메시지는, 적어도 위치측정 세션(SUPL 세션)의 ID(session-id), H-SLP의 주소(SLP address), 사용될 positioning

방법(posmethod)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단계 S11에서, Target SET에 대한 privacy 기능을 확인 후 Target

SET에게 위치 정보와 관련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통지(notification)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Target SET는 수신된 상기 SUPL INIT 메시지에 상기 notification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privacy 관련 규칙들을 검증한 후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H-SLP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세션(SUPL 세션)의 시작을 알린다(S14).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위치 측정 세션의 ID(session-id), Target SET의 capabilities(Target SET가 지원

하는 positioning 방법과 관련된 capability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 location identifier (lid)(일례로, 기지국 ID),

system ID(일례로, BSC ID, MSC ID)를 포함한다.

H-SLP는 상기 Target SET로부터 전송된 상기 SUPL START 메시지에 포함된 system ID를 확인하여 V-SLP를 판단한

후 RLP SSRLIR(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P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한다(S15).

상기 V-SLP는 상기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들을 상기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고 상기 RLP

S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RLP 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달한

다(S16). 상기 RLP SSRP 메시지는 V-SLP의 IP address, V-SLP의 Port Number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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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LP는 SUPL RESPONSE 메시지에 상기 V-SLP로부터 수신된 V-SLP의 IP address, V-SLP의 Port Number를 포

함시키고 해지하기 위한 상기 SUPL 세션의 ID(session-id)를 포함시킨 후,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Target

SET에게 송신한다(S17).

그러면, Target SET는 H-SLP와의 TCP connection을 포함한 모든 resource를 해지한다. 이 때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SUPL END 메시지의 역할을 하며 SUPL END 메시지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 경우 SUPL END 메시

지는 적어도 V-SLP의 IP address와 V-SLP의 Port Number, 그리고 상기 SUPL 세션의 ID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Target SET는 상기 IP address와 상기 Port Number에 해당하는 V-SLP를 파악하고 파악된 V-SLP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며 상기 V-SLP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한다(S18).

그러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positioning 절차가 Target SET와 V-SLP 간에 시작된다. 그래서 Target

SET와 V-SLP는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연속적인 메시지들을 교환한다. V-SLP 또는 SET는

positioning을 위한 연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S19).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V-SLP는 H-SLP로 RLP SSRP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

보(posresult)를 전송하고(S20), V-SLP는 SUPL END 메시지를 Target SET에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

린다(S21). 상기 단계 S20과 S21의 수행 순서는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 상기 SUPL END 메시지는 상기 Target SET와

V-SLP 간에 설정된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포함한다. 따라서 V-SLP와 Target SET 간의 TCP

connection은 해제된다.

상기 V-SLP로부터 상기 RLP SSRP 메시지를 수신한 H-SLP는 상기 RLP 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RLP SRLIA

메시지를 상기 R-SLP로 전송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S22).

그러면, R-SLP는 MLP SLIA 메시지를 이용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SUPL Agent로 전달한다(S23).

따라서, 망측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망측의 SLP가 Target SET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Target SET에게 V-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전송한 다음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 후, 상기 전송된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V-SLP와 상기 Target SET가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 다음 상기 V-SLP가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함으로써, Target SET는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고도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network element인 SLP를, 실제 location을 계산하는 entity인 SPC (SUPL Positioning Center)와,

location 정보를 계산하는 이외의 SLP의 기능, 예를 들어 로밍(Roaming),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등의 기능

을 수행하는 SLC (SUPL Location Center)로 구성한다. H-SLP는 H-SLC와 H-SPC를 포함하고, V-SLP는 V-SLC와

V-SPC로 포함한다. 따라서 H-SLP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H-SLC와 H-SPC 간에 internal communication이 수

행되어야 하며, V-SLP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V-SLC와 V-SPC 간에 internal communication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Visited network과 Target SET 간에 직접 연결(direct connection)을 통해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대해 고려하므로 H-SPC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Visited network과 Target SET 간에 직접 연결(direct

connection)을 통해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Target SET가 proxy entity 기능을 수행하는 V-SLC를 거치지 않고

V-SPC와의 direct connection을 통해 location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2는 Network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인

다. 도2에서, Target SET는 실제적인 위치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V-SPC와 직접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Target SET와

상기 V-SPC는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V-SPC는 로밍,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V-SLP와 내

부 통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R-SLP로부터 RLP SRLIR 메시지를 수신하면(S31-S32)(단계 S31-S32의 구체적인 설명은 도1의 동작 설명과 동일하므

로 생략함), H-SLC는 R-SLP로부터 수신된 ms-id에 해당하는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 아닌

지를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아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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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확인한다(S33). 상기 H-SLC는 하나의 Target SET가 roaming에 해당하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기 위한 라우팅정보(routing information)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SET lookup table

을 관리하고 있다.

상기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하고 SUPL 기능을 지원한다고 판단되면, H-SLC는 Target SET로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SET와 SUPL 절차를 시작한다(S34). 상기 SUPL INIT 메시지는, 적어도 SUPL 절차 시

작을 위한 SUPL 세션의 세션ID(session-id), H-SLP의 주소(SLP address), 사용될 positioning 방법(posmethod) 파라

미터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단계 S31에서, Target SET에 대한 privacy 기능을 확인 후 Target SET에게 위치 정보와 관

련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통지(notification)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Target SET는 상기 SUPL INIT 메시지에 상기 notification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privacy 관련

규칙들을 검증한 후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H-SLC로 전송하여 위치 측정 세션(SUPL 세션)의 시작을 알린다(S35).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위치 측정 세션의 ID(session-id), Target SET의 capabilities(Target SET가 지원

하는 positioning 방법과 관련된 capability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 location identifier (lid)(Target SET가 속한 기

지국 ID), system ID(Target SET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SC ID 또는 MSC ID)를 포함한다.

H-SLC는 상기 Target SET로부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에 포함된 system ID를 확인하여 V-SLC를 판단한 후

RLP SSRLIR (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C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한다(S36).

V-SLC는 해당 V-SPC와의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위치 계산 절차(SUPL POS 절차; positioning 절차) 준비가 시

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RLP-SSRLIR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계산 절차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기 V-SPC로 송신

하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들을 파악하

며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를 제공한다(S37).

그러면 V-SLC는 상기 RLP-S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RLP-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메시지

를 상기 H-SLC로 송신한다(S38). 상기 RLP-SSRP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를 포함한다.

그러면, H-SLC는 상기 V-SLC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와 그리고 해지하기 위한 TCP

connection의 session-id 등을 SUPL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Target SET로 전달한다(S39). 그러면, Target SET는

H-SLC와의 TCP connection을 위한 모든 자원을 해지한다. 이 때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SUPL

END 메시지의 역할을 하며 SUPL END 메시지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 경우 SUPL END 메시지는 적어도 V-SPC의 IP

address와 V-SPC의 포트번호, 그리고 상기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SUPL 세션 ID를 포함해야 한다.

Target SET는, 상기 H-SLC로부터 수신된 IP address와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V-SPC

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S40). 즉, 상기 Target SET는 상기 SUPL INIT 메시지 수신 후 현재 패

킷 데이터망과 data connection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며 data connection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3GPP 또는

3GPP2 등의 패킷 데이터 망과의 data connection을 셋업한다.

그런 다음, 상기 Target SET는 상기 파악된 V-SPC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며 상기 V-SPC로 SUPL POS INIT 메

시지를 전송한다(S41).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는 설정된 SUPL 세션의 session-id와 상기 Target SET가 속한 기

지국 ID(lid)를 포함한다. 그러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positioning 절차가 Target SET와 V-SPC 간에

시작된다.

먼저, V-SPC와 V-SLC는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현재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대략적(rough)으로 유추한

다. 대략적인(Rough) Target SET의 위치 정보는 상기 Target SET로부터 수신된 lid 즉 기지국 ID를 이용하여 유추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정보가 상기 SUPL Agen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할 경우 V-SPC는 위치 계산

절차(SUPL POS 절차)(S43)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SUPL END 메시지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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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대략적으로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상기 QoS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상기 V-SLC와 V-SPC는

SUPL POS 절차 수행을 준비한다(S42). 상기 V-SPC는 SUPL POS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연속적인 메시지들을 상기

Target SET와 교환한다. V-SPC 또는 Target SET는 positioning을 위한 연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S43).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V-SPC는 SUPL END 메시지를 Target SET로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종료할 것을 알

린다(S44). 상기 SUPL END 메시지는 상기 Target SET와 V-SPC 간에 설정된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포함한다. 따라서 V-SPC와 Target SET 간의 TCP connection은 해제된다. 또한 V-SPC는 V-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V-SLC로 상기 계산된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S45).

그러면, V-SLC는 H-SLC로 RLP SSRP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posresult)와 함께

SUPL END 메시지를 전송한다(S46).

상기 H-SLC는 상기 RLP 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RLP SRLIA 메시지를 상기 R-SLP로 전송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고(S47), R-SLP는 MLP SLIA 메시지를 이용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SUPL Agent로 전달한다(S48).

따라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할 때, 망측의 SLP가 SUPL 절

차를 시작하는 경우, 망측의 SLP는 Target SET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설정된 SUPL 세션을 통해 Target SET

가 속한 system ID를 수신하며 망측의 SLP는 그 system ID를 이용하여 해당 V-SLC를 파악하고 파악된 V-SLC로부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Target SET

로 송신하고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면, Target SET는 상기 수신된 IP address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V-SPC와 직접 SUPL 세션을 설정하고 그 SUPL 세션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가 수행되

면, V-SPC는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Target SET와 H-SLC 간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한 후 Target SET와 V-SPC 간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함으로써 Target SET가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positioning 절

차가 수행될 수 있다.

도3은 Network의 SLP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또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

인다.

R-SLP로부터 RLP SRLIR 메시지를 수신하면(S51-S52)(단계 S51-S52의 구체적인 설명은 도1의 동작 설명과 동일하므

로 생략함), H-SLC는 R-SLP로부터 수신된 ms-id에 해당하는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 아닌

지를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아닌지를

SET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확인한다(S53). 상기 H-SLC는 하나의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기 위한 라우팅정보(routing information)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SET

lookup table을 관리하고 있다.

상기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고 SUPL 기능을 지원한다고 판단되면, H-SLC는 상기 라우팅 정보

를 이용하여 상기 Target SET가 속한 V-SLC를 파악하고 상기 V-SLC로 RLP SSRLIR (Standard SUPL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통해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한다(S54).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SUPL 세션의 session-id와 상기 Target SET의 ID(msid)를 포함한다.

그러면 V-SLC는 해당 V-SPC와의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위치 계산 절차(SUPL POS 절차; positioning 절차) 준

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RLP-SSRLIR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계산 절차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기 V-SPC

로 송신하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들을

파악하며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를 제공한다(S55).

그러면 V-SLC는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등을 RLP-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송신한다(S56).

그러면, H-SLC는 SUPL INIT 메시지를 상기 Target SET로 전달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한다(S57). 상기 SUPL INIT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V-SLC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V-SPC의 IP address 및 포트 번호, 해지하기 위한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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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의 session-id, 사용될 positioning 방법(posmethod)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또한, Target SET에 대한

privacy를 위해 Target SET에게 위치 정보와 관련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상기 SUPL INIT 메시지는, notification 파라

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SUPL INIT 메시지가 상기 H-SLC로부터 상기 Target SET로 전송되면, Target SET는 SUPL 절차의 시작을 인식

하고, Target SET와 H-SLC 간 TCP connection은 해지된다.

Target SET는, 상기 H-SLC로부터 수신된 IP address와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V-SPC

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S58). 즉, 상기 Target SET는 상기 SUPL INIT 메시지 수신 후 현재 패

킷 데이터망과 data connection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며 data connection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3GPP 또는

3GPP2 등의 패킷 데이터 망과의 data connection을 셋업한다.

그런 다음, 상기 Target SET는 상기 파악된 V-SPC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며 상기 V-SPC로 SUPL POS INIT 메

시지를 전송한다(S59).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는 설정된 TCP connection의 session-id와 상기 Target SET가 속

한 기지국 ID(lid) 및 SET capabilities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과 관련된 capability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그러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positioning 절차가 Target SET와 V-SPC 간에 시

작된다.

이후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된 TCP connection을 통해 positioning 절차가 수행되고 상기 TCP connection

을 해지하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SUPL Agent 측으로 송신하는 과정(S60-S66)은 도2에 도시된 S42-S48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할 때, 망측의 SLP가 SUPL 절

차를 시작하는 경우, 망측의 SLP 즉, H-SLP의 H-SLC는 Target SET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것 대신 V-SL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V-SLC가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V-SPC로부터 수신된 V-SPC

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H-SLC로 제공하면 H-SLC는 제공받은 V-SPC의 IP address 및 포트 번호 정보를

Target SET로 송신하면서 SUPL 절차를 시작하고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면 Target SET

는 상기 수신된 IP address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V-SPC와 직접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그 SUPL 세션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가 수행되면, V-SPC는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H-SLC와 V-SLC 간 RLP 통신으로 V-SPC의 주소 정보를 획득하며 획득된 V-SPC의 주소를 H-SLC로부터

Target SET로 송신하고 H-SLC와 Target SET 간 TCP connection을 해지한 후 Target SET와 V-SPC 간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함으로써 Target SET가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positioning 절차가 수행될 수 있다.

도4는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을 보인다.

Target SET가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Target SET는 SUPL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SUPL START 메시지를 H-SLP

로 전송한다(S71).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적어도 SUPL 세션 ID(session-id), Target SET 의 capabilities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과 관련된 capability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 location identifier (lid),

system ID, QoS를 포함한다.

이때, Target SET와 H-SLP는 상기 SUPL 세션 ID에 해당하는 TCP connection이 설정된다.

H-SLP는 상기 Target SET로부터 전송된 상기 SUPL START 메시지에 포함된 system ID를 확인하여 V-SLP를 판단한

후 상기 V-SLP로 상기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한다(S72).

상기 V-SLP는 상기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들을 상기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고 상기 RLP

S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RLP SSRP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달한다(S73). 상기 RLP SSRP 메시지는

V-SLP의 IP address, V-SLP의 Port Number를 포함한다.

H-SLP는, SUPL RESPONSE 메시지에, 상기 SUPL 세션 ID(session-id)와, 상기 V-SLP로부터 수신된 V-SLP의 IP

address, V-SLP의 Port Number 정보를 포함시킨 후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를 Target SET에게 송신한다(S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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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Target SET는 H-SLP와의 TCP connection을 포함한 모든 resource를 해지한다. 이 때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SUPL END 메시지의 역할을 하며 SUPL END 메시지로 대체될 수도 있다. H-SLP와 Target SET

간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해 H-SLP에 의해 Target SET로 전송되는 SUPL END 메시지의 경우, 상기 SUPL

END 메시지는 적어도 V-SLP의 IP address와 V-SLP의 Port Number 및 상기 SUPL 세션의 ID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Target SET는 상기 IP address와 상기 Port Number에 해당하는 V-SLP를 파악한 후, 파악된 V-SLP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한다(S75). 이때, Target SET와 V-SLP 간에는 TCP connection이 설정되고, Target SET의 위

치를 계산하기 위한 실제적인 positioning 절차가 시작된다.

그래서 Target SET와 V-SLP는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연속적인 메시지들을 교환한다. V-SLP 또는

SET는 positioning을 위한 연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한다(S76).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V-SLP는 H-SLP로 RLP SSRP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

보(posresult)를 전송한다(S77). 또한, V-SLP는 SUPL END 메시지를 Target SET에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종료할 것

을 알린다(S78). 여기서 상기 단계 S77과 S78의 수행 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기 SUPL END 메시지는 상기 Target

SET와 V-SLP 간에 설정된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포함한다. 따라서 Target SET는 H-SLP와 연

결된 TCP connection을 해제하여 SUPL 절차를 종료한다.

따라서,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은, Target SET가 H-SLP와의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H-SLP로부터 V-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수신한 다음 상기 H-SLP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 후, 상기 수신된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V-SLP와 상기 Target SET가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 다음 상기 V-SLP가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함으로써, Target SET는 동시에 2개의 TCP connection을 유지하지 않고도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5는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UPL 로밍 방법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인다.

Target SET는 실제적인 위치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V-SPC와 직접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Target SET와 상기 V-SPC는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V-SPC는 로밍,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V-SLP와 내부 통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Target SET는, SUPL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패킷 데이터망과의 data

connection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3GPP 또는 3GPP2 등의 패킷 데이터 망과의 data

connection을 셋업한다(S81).

그런 다음 Target SET는 H-SLC로 SUPL START 메시지를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한다(S82). 상기 SUPL START

메시지는, 적어도 SUPL 절차의 시작을 위한 SUPL 세션의 세션ID(session-id), Target SET 의 capabilities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과 관련된 capability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 location identifier (lid), system ID,

QoS를 포함한다. 이때, Target SET와 H-SLP는 상기 SUPL 세션 ID에 상응하는 TCP connection이 설정된다.

H-SLC는 각 SET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기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Target SET가 roaming 서

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 아닌 지를 확인하고 상기 Target SET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으면 H-SLC는 상기

system id를 기초로 확인된 V-SLC로 RLP SSRLIR 메시지를 송신한다(S84). 상기 RLP SSRLIR 메시지는, 적어도

Target SET의 msid, session-id, 그리고 SUPL START 메시지를 포함한다.

V-SLC는 해당 V-SPC와의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SUPL POS 절차(positioning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

고, 상기 RLP-SSRLIR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계산 절차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기 V-SPC로 송신하고, 상기 V-

SPC는 상기 V-SLC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Target SET가 지원하는 positioning 방법들을 파악하며 상기 V-

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를 제공한다(S85).

그러면 V-SLC는 상기 RLP-S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RLP-SSRP(Standard SUPL Roaming Position)메시지

를 상기 H-SLC로 송신한다(S86). 상기 RLP-SSRP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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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H-SLC는 상기 V-SLC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와 그리고 해지하기 위한 TCP

connection의 session-id 등을 SUPL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Target SET로 전달한다(S87). 그러면, Target SET는

H-SLC와의 TCP connection을 위한 모든 자원을 해지한다.

그런 다음, 상기 Target SET는 상기 수신된 IP address 및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V-SPC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며

상기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한다(S88). 상기 SUPL POS INIT 메시지는 설정된 TCP connection의

session-id와 상기 Target SET가 속한 기지국 ID(lid)를 포함한다. 그러면,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positioning 절차가 Target SET와 V-SPC 간에 시작된다. 이후 단계 S89-S93에 대한 동작은 도2의 S42-S46에 대한 동

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할 때, Target SET가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Target SET는 H-SLC와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H-SLC는 V-SLC로부터 V-SPC의 주소를

수신하여 상기 설정된 TCP connection을 통해 Target SET로 상기 V-SPC의 주소를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설정된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면 Target SET는 상기 수신된 V-SPC의 주소에 해당하는 V-SPC와 직접 TCP connection

을 설정하고 그 TCP connection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가 수행되면, V-SPC는 상기 Target SET와의

TCP connection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Target SET와 H-SLC 간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한 후

Target SET와 V-SPC 간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함으로써 Target SET가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Target SET와 V-SPC 간 직접 연결을 통해 positioning 절차가 수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Visited Network의 SLP가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을 위한 positioning 기능을 관리

할 뿐만 아니라, SUPL 세션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자원 관리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SUPL 절차 수행이 완료

될 때까지 목적 단말이 Home Network과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nnection과 Visited Network과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없어 목적 단말의 signaling burden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Visited Network과 목적 단말의 직접 연결을 통한 SUPL 서비스 제공의 경우, 목적 단말이 Home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한 후 Visited Network과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함으로써, SUPL 절차 수행

동안 목적 단말이 2개의 TCP connection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고도 Visited Network으로부터 SUP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Home Network의 SLP는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을 위한 SUPL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목적 단

말과 Home Network 간 TCP connection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Home Network의 TCP 자원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Visited Network의 SLP를 V-SPC와 V-SLC로 구성하고 목적 단말이 proxy entity 역할을 수행하는 V-SLC

를 거치지 않고 V-SPC와 직접 연결을 설정하여 목적 단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망의 signaling burden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목적 단말과 Home Network 간에 연결된 제1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nnection을 해지하고,

목적 단말과 Visited Network 간에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목적 단말

의 위치를 계산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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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에게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SUPL

Location Platform)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SLP의 관련 정보는, IP address,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에게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은,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과의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과;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이 속한 Visited Network의 SLP와의 RLP 통신을 통해 상기 SLP 관련 정보를 획

득하는 과정과;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SLP 관련 정보와 연결 해지 정보를 상기 목적 단말에게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해 상기 Home Network은 상기 목적 단말에게 적어도,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 그리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에게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은,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목적 단말이 속한 Visited Network의 SLP와의 RLP 통신을 통해 상기 SLP 관련 정보를 획

득하는 과정과;

상기 Home Network이 상기 SLP 관련정보와 연결 해지 정보를 상기 목적단말에게 송신하면서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해 상기 Home Network은 상기 목적 단말에게 적어도,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 그리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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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단말이 상기 제공받은 Visited Network의 SLP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목적 단말의 위치 계산을 위한 절차가 수행되면,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가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해 상기 Visited Network의 SLP는 상기 목적 단말에게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 ID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0.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요구되면, 제1 TCP connection을 통해 H-SLC가 V-SPC 관련 정보를 상기 Target SET에

게 알려주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의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Target SET와 상기 V-SPC 간에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V-SPC와 상기 Target SET가 서로 연동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

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V-SPC가 상기 H-SLC로 전송하고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H-SLC가 상기 Target SET와의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V-SLC와의 RLP 통신을 통해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상기 V-SPC 관련 정보와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에게 송

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V-SLC를 파악하고 상기 V-SLC로 RLP-SSRLIR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V-

SPC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

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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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SUPL Agent가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MLP(Mobile Location Protocol) SLIR(Standard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등록된 상기 H-SLC를 검색하고 검색된 상기 H-SLC로 RLP SRLIR(Standard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메시지를 통해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V-SPC가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해 상기 Target SET로 전

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V-SPC가

상기 V-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가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RLP SSRP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H-SLC는 RLP 통신을 통해 상기 R-SLP로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SUPL Agent에게 알리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H-SLC가 V-SLC와의 RLP 통신을 통해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상기 획득된 V-SPC 관련 정보와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

에게 송신하면서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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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V-SLC를 파악하고 상기 V-SLC로 RLP-SSRLIR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V-

SPC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

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SUPL Agent가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MLP(Mobile Location Protocol) SLIR(Standard

Location Immediate Request) 메시지를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등록된 상기 H-SLC를 검색하고 검색된 상기 H-SLC로 RLP SRLIR(Standard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메시지를 통해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V-SPC가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해 상기 Target SET로 전

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V-SPC가

상기 V-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가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RLP SSRP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H-SLC는 RLP 통신을 통해 상기 R-SLP로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SUPL Agent에게 알리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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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Target SET가 상기 H-SLC와의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V-SLC와의 RLP 통신을 통해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H-SLC가 상기 V-SPC 관련 정보와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에게 송

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V-SPC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V-SLC를 파악하고 상기 V-SLC로 RLP-SSRLIR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V-

SPC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

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은,

상기 V-SPC가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기 위한 세션id를 SUPL END 메시지를 통해 상기 Target SET로 전

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상기 V-SPC 간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V-SPC가

상기 V-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가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RLP SSRP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4.

SUPL Agent, R-SLP, V-SLP(Visited-SLP), H-SLP(Home-SLP), Target SET를 구비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

에 있어서,

SUPL Agent가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MLP SLIR 메시지를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H-SLP로 RLP SRLIR(Standard Roaming Location Immediate Request)메시

지를 통해 상기 전송된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P는 상기 Target SET로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Target SET와 SUPL 절차를 시작하고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송하여 SUPL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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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SLP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해 있는 V-SLP를 판단하고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P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V-SLP는 상기 RLP S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1 RLP SSRP 메시지를 상기 H-SLP로 전달하여, 상기 V-

SLP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리는 과정과;

상기 H-SLP는 상기 V-SLP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그리고 상기 H-SLP와 상기 Target SET 간에 설정된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고 상기 Target SET와 설정된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

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address와 상기 Port Number에 해당하는 V-SLP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

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상기 V-SLP는, 계산된 위치 정보를 제2 RLP SSRP 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P로

전송하고, 제1 SUPL END 메시지를 통해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H-SLP는 상기 RLP SR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RLP SRLIA 메시지를 상기 R-SLP로 전송하여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MLP SLI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MLP SLIA 메시지를 상기 SUPL Agent로 전송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상기 SUPL Agent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

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H-SLP는 SUPL RESPONSE 메시지 또는 제2 SUPL END 메시지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

여, 상기 H-SLP와 상기 Target SET 간에 설정된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SUPL RESPONSE 메시지는,

상기 V-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 그리고 상기 H-SLP와 상기 Target SET 간에 설정된 SUPL 세션의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SUPL END 메시지는,

상기 V-SLP의 IP 주소와 포트번호, 그리고 상기 H-SLP와 상기 Target SET 간에 설정된 SUPL 세션의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SUPL END 메시지는,

상기 V-SLP와 상기 Target SET 간에 설정된 SUPL 세션의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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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SUPL Agent, R-SLP, H-SLC, V-SLC, V-SPC, Target SET를 구비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SUPL Agent가 R-SLP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H-SLC로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고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으면,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로

SUPL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Target SET와 SUPL 절차를 시작하고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H-SLC로 전송하여 SUPL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해 있는 V-SLC를 판단하고

RLP S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C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그리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

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

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SUPL Agent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기 V-SPC가 상기 V-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일차적으로 유추하는

과정과;

상기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정보가 상기 SUPL Agen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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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정보가 상기 SUPL Agen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V-SPC는 상기 V-

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SUPL POS 절차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상기 V-SPC가 상기 Target SET와 SUPL POS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1.

SUPL Agent, R-SLP, H-SLC, V-SLC, V-SPC, Target SET를 구비한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SUPL Agent가 R-SLP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가 속한 H-SLC로 상기 MLP SLIR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는 지 roaming 서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가 SUPL 기능을 지원하고 roaming 서비스지역에 속해 있으면, 상기 H-SLC는 roaming 서비스 지역의

V-SLC로 V-SPC의 주소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V-SLC와 V-SPC 간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상기 V-SLC는 상기 V-SPC로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상기 V-SPC는 상기 V-SLC로 상기 V-SPC의 IP address와 포트 번호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H-SLC로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SUPL INIT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그리고 SUPL 세션 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SUPL 절차를 시작하고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V-SPC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의 위치가 계산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

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

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R-SLP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R-SLP는 상기 Target SET 위치 정보를 상기 SUPL Agent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기 V-SPC가 상기 V-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일차적으로 유추하는

과정과;

상기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정보가 상기 SUPL Agen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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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추된 Target SET의 위치정보가 상기 SUPL Agen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V-SPC는 상기 V-

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SUPL POS 절차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상기 V-SPC가 상기 Target SET와 SUPL POS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3.

V-SLC와 V-SPC를 구비한 V-SLP(Visited-SLP), H-SLC를 구비한 H-SLP(Home-SLP), Target SET를 포함하는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는 SUPL START 메시지를 상기 H-SLC로 전송하여 제1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SUPL 절차를 시

작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전송된 SUPL START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Target SET가 현재 위치해 있는 V-SLC를 판단하고

RLP SRLIR 메시지를 통해 상기 V-SLC로 상기 SUPL START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internal initialization을 통해 SUPL POS 절차 준비가 시작될 것임을 V-SPC로 알리고 상기 V-SPC는 상

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상기 V-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SLC는 상기 V-SPC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H-SLC는 상기 V-SLP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상기 제1 TCP connection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

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Target SET는 상기 IP 주소와 상기 포트번호에 해당하는 V-SPC로 SUPL POS INIT 메시지를 전송하여 V-SPC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가 수행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

의 세션ID를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여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과;

상기 V-SPC는 상기 계산된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V-SLC로 전송하고, 상기

V-SLC는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RLP-SSRP 메시지를 통해 상기 H-SLC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TCP connection이 설정되면, 상기 V-SPC는 상기 V-SLC와의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일차적으로 유추하는 과정과;

일차적으로 유추된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상기 Target SE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V-SLC와

V-SPC는 상기 internal communication을 통해 위치 계산 절차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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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차적으로 유추된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상기 Target SET가 요구한 QoS를 만족하면, 상기 V-SPC는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6.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일차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은, 상기 Target SET로부터 제공된 기지국

ID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방법.

청구항 37.

Visited Network과 Target SET 간 직접 연결을 통해 SUPL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L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V-SLP 관련 정보를 제1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로 전송하고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H-SLP와;

상기 Target SET와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통해 상기 Target SET의 위치 계산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해지하는 V-SLP와;

상기 제1 TCP connection을 해지한 후 상기 제2 TCP connection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Target SE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H-SLP는,

Home Network에 위치한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H-SPC와;

상기 H-SPC와 내부 통신을 수행하며 로밍과 자원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H-SL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시스템.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V-SLP는,

Visited Network에 위치한 Target SET의 위치를 계산하는 V-SPC와;

상기 V-SPC와 내부 통신을 수행하며 로밍과 자원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V-SL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UPL

로밍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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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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