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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망이 개방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의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관련 기술의 발달로 위치기반 

서비스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네트워크기반과 단말기기반의 측위 기술 및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서비스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기술의 이슈

와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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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망에

서 이동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즉,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망과 

GPS 음영지역인 실내, 빌딩 숲 속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사

용자의 위치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내외 민간기업, 공

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 위치정보를 가공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에 서비스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위치

확인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부가한 서비스이다. 

현재 무선통신 인프라와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LBS에 대한 기반 인프라의 구축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서비스의 확산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LBS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라는 기본 

개념에서 GPS, GIS, ITS 등을 활용한 폭넓은 응용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며, 텔레매

틱스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휴대 인터넷, DMB, RFID/USN 등의 기술 

발달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조성으로 위치정

보의 활용성은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동통신사들이 무선 

인터넷 망을 개방하였고, 2005년 1월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LBS 산업 발전

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LBS의 요소기술을 측위 기

술, LBS 플랫폼 기술, LBS 응용 서비스로 나누어 

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TRI에서 연구중

인 개방형 LBS 핵심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LBS는 양질의 위치정보 즉, 위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이동통신사

의 위치획득서버들을 연계하여 위치를 획득, 저장, 

관리, 위치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개방형의 LBS 

플랫폼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다양한 솔루션으

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LBS의 기반 

기술 동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Ⅱ. 측위 기술 

측위 기술(LDT)은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

기 위한 기술로서 통신망의 기지국 수신신호를 이용

하는 네트워크기반(network-based) 방식과 단말

기에 장착된 GPS 수신기 등을 이용하는 단말기기반

(handset-based)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hybrid)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1]-[3]. 

네트워크기반 방식은 위치 정확도가 통신망의 기

지국 셀 크기와 측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일

반적으로 500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측정오차를 

가진다. 단말기기반 방식은 단말기에 GPS 수신기 

등 신호 수신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야 하며, 네트워

크기반 방식에 비해 위치 정확도는 높으나 높은 빌

딩이 많은 도심지역, 산림 숲, 실내에서는 정확한 

GPS 신호를 받지 못해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이 두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방식인 A-GPS와 

DGPS 기술이 있다. 단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위 기술은 LBS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기

술개발의 두 축으로 위치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

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 Cell ID 

Cell-ID 기술은 별도의 단말기 및 네트워크의 변

경이 필요 없는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기반의 위치 

측위 기술로서, 이용자가 속한 기지국의 서비스 셀 

ID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3초 이내에 파악하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셀 반경의 크기에 따라 위치정보

의 정확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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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d Cell ID 

Enhanced Cell ID 방식은 주로 GSM 방식의 이

동전화에서 사용된 기술로, Cell ID 방식에 기지국

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개선한 방법이다. 단말기의 위치는 셀 반경에 위치

하고, 이 반경을 추정하기 위해 RTT(3GPP FDD 

Only)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RTT는 기지국

이 단말기로 응답을 요청한 시각과 기지국이 단말기

의 응답을 수신한 시각의 차이에서 단말기에서 응답 

처리시간을 제한 값을 의미한다. 

• AOA 

AOA(Angle of Arrival) 기술은 단말기의 신호를 

수신한 3개의 기지국에서 신호 수신 각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가장 대표적

인 예로는 AOA 측위법이 항공기와 야전에서의 군

사적 시스템을 위한 VOR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다. 이론상으로는 50~150m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만, 실제로는 150~200m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 참조). 

• TOA 

TOA(Time of Arrival) 기술은 단말기의 신호를 

수신한 한 개의 서비스 기지국과 2개의 주변 기지국

들 사이의 신호 도달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즉, 각 기지국에서는 신

호도달 시간 값에 따른 원이 생기게 되고, 이 원들의 

교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하는 방식이며, 약 

125m의 정확도를 보인다((그림 3) 참조). 

• TDOA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의 측정 원

리는 서비스 기지국 신호를 기준으로 인접 기지국들

의 신호지연을 측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기지국 신

호와 인접 기지국 신호의 신호 도달 시각차를 측정

한 값으로 여러 개의 쌍곡선이 생기게 되고, 이 쌍곡

선들의 교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하는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50~200m 위치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참조). 

• A-GPS 

A-GPS(Assisted-GPS)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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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단말기 내에 내장된 칩이 읽어 기지국에 

알려주는 방법이다. GPS 위성을 사용할 경우라도 

도심지역이나 실내에서는 정확도와 사용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의 네트워크 방식과 결합한 방식이다. 즉, 단말기는 

위성과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으로부터 측위를 위한 

측정치를 수집하여 위치를 측정하거나 수집된 정보

를 위치측위시스템인 PDE에 보내고 PDE에서는 단

말기에서 보낸 정보와 기지국에서 생성된 정보를 혼

합하여 단말기 위치를 측정한다. 

• DGPS  

DGPS(Differential GPS) 방식은 기존의 GPS가 

갖는 위성의 위치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상에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

는 기준 수신기를 설치하고 이 수신기로부터 보정신

호를 받아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 E-OTD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는 네트워크와 단말기기반 측위 기술을 혼합한 기술

로서 2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파를 보내 

다시 이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거리가 먼 교외나 거리가 짧은 도심이나 

정확도의 편차가 크지 않다. GPS를 지원하는 단말

기가 필요하며 약 75~150m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

한다. 

• Galileo 

유럽에서는 미국 GPS 위성에 대한 의존도를 탈

피하기 위해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08년까지 30개의 위성을 쏘

아 올릴 예정이며, Galileo 시스템은 미국의 GPS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GPS가 가진 음영지역 문제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PS 위성의 커

버리지는 전세계의 55%인데 반해, 이 갈릴레오가 

호환될 경우는 96%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 기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더욱 다양한 측위 기

술을 제공할 수 있는데, RFID, 무선랜 등을 이용한 

측위 기술[4],[5]이 연구중이거나 완료되었다. 현

재 국내ㆍ외적으로 실내에서의 측위 기술(indoor 

positioning technology)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Ⅲ. LBS 플랫폼 기술 

LBS 플랫폼은 LBS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위치서버, 위치데이터서버, 위치

응용서버로 구분할 수 있다. 

• 위치서버 

위치서버(location server)는 위치획득서버로부

터 위치를 획득하여 클라이언트의 위치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기능, 위치정보의 관리 및 개인 또는 집단 

위치정보 처리, 이동경로 추적 등 위치기반 기능에 

해당하는 위치중심의 처리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인증 및 보안, 타사업자와의 

위치정보 제공 연계, 망부하 관리, 다양한 사용의 접

근통제, 통계관리 등 통신망과 연계된 기능 및 LBS

를 위한 플랫폼 운영기능을 포함한다. 

• 위치데이터서버 

위치데이터서버는 대용량인 이동단말의 위치 정

보를 획득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버이다. LBS를 

위한 DB의 경우에는 사용자 DB부터 GIS DB와 각

종 실시간 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B가 요구되

는 특성상 DB 서버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동하

는 객체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며 서비스하는 위치정

보는 대용량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따라서 통신 

망에 상당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위치정보의 실시간 처리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의 위치데이터서버로서 대용량 이동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위치 데이터

를 시간별, 영역별로 저장하기 위한 시공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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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기술을 말한다.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 갱신하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베이

스 기술 및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또한 새로운 

DB 기술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분야의 기술은 유럽 주요 대학들의 

‘Chorochronos’[6]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을 통하여 위치정보 및 이동객체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국내에서는 ETRI에서 대용량 

이동객체 DBM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위치응용서버 

위치응용서버는 LBS 핵심공통 컴포넌트라고도 

하며, LBS를 지원하기 위한 공통기능들을 표준 인터

페이스를 통해 제공한다. 획득된 위치정보의 경, 위

도 좌표를 X, Y 좌표 및 주소 체계로 변환하는 지오코

딩(geocoding)과 이의 역변환(reverse-geocoding) 

컴포넌트, 사용자 위치를 지도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지도 서비스 컴포넌트, 라우팅 및 트래킹 컴포넌트,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영역 내에 위치한 장소를 서

비스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컴포넌트, 광고를 특정 

위치에 위치한 모든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컴포넌트

로 구성된다. 

Ⅳ. LBS 응용 서비스 기술 

응용 서비스 기술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부가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내의 LBS 

시장은 최근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

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동통신사

를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친구찾기, 쿠폰제공 등과 

같이 일반 가입자용 LBS와 물류, 보험, 택시 등의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 국내 LBS 응용 서비스 동향 

국내 LBS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서비스는 크게 

Information, Entertainment, Safe & Security, 

Tracking, Commer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Information 

주로 위치정보에 기반한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주변정보 서비스, 도로상황 

및 교통정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동통신사들의 

“주변 정보/여행”, “알짜 주변정보”, “추천!프리미엄

위치정보” 등이 서비스중이다. 

• Entertainment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서 위치별로 

미션을 수행하거나, 지역별 대항전을 벌이는 게임이 

이미 서비스 제공중에 있고, 위치에 기반한 운세 서

비스와 미팅 서비스 등이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

의 “위치팅”, “사주팔자”, “LBS 동네 맞고”, “약도

배달”, “약속방”, “보물을 찾아라” 서비스가 이 분류

에 포함된다. 

• Safe & Security 

GPS 기반의 측위 방법이 도입되면서 관심이 높

아진 분야로서, 가족간 또는 연인간 상대방의 위치

를 파악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개인 사

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

다. “안심귀가”, “i-Kids”, “GPS 긴급호출” 등의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Tracking 

사람, 차량, 물류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이

며 현재는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류추적 

서비스, 렌터카나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의 배송상태나 배달 차량의 추적에 쓰이

고 있다. 친구찾기서비스 중의 “자동위치찾기”, “친

구도착/이탈알림”, “분실폰위치확인”, “애인안심서

비스”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 Commerce 

LBS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이며, 현재 시장

에서는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m-

Commerce를 넘어 위치에 기반한 L-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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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확장, 도입될 전망이다. 특정 위치에 진입하

였을 경우 위치기반의 광고를 볼 수 있거나, 주변 상

가 혹은 쇼핑몰 등에서 할인 쿠폰을 지원 받는 개념

의 서비스이다.  

2. 해외의 LBS 응용 서비스 현황 

• 일본 

일본의 LBS는 2001년 KDDI를 통해 제공된 퀄

컴의 gpsOne 방식 GPS 서비스를 기점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이미 망 개방이 이루어

져 독립 CP들 역시 독자적인 방식의 위치정보 서비

스를 NTT 도코모와 KDDI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서 일본의 위치정보서비스는 다른 나

라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또한, LBS를 위한 단말기

도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PC, 팩스, 자동항법시스

템, 전용단말기, PDA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위치정

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유럽 

유럽의 LBS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현재 위치와 

관련된 교통정보, 쇼핑정보, 식당정보 등의 생활 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2000년경 이후로 가장 먼

저 시작되었다. 유럽은 LBS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선도적인 다양한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지만,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가 

진행중이며, LBS 이용률은 낮지만 유럽 전체 차원

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치기반 E112 서비스의 향후 

향방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통한 LBS의 확산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Vodafone, Or-

ange, T-mobile과 같이 유럽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글로벌 사업자와 각 국가별 지역사업자가 있

으며 현재 Vodafone의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 미국 

미국지역의 LBS는 연방정부 주도 하에 공공서비

스인 E911(Enhanced 911) 중심으로 서비스가 발

전 및 육성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업용 서비스 제공이 미비한 상태이다. 2004년 현

재 약 7천만 명이 휴대전화로 911을 이용하고 있으

며 E911의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911 외에 

Autodesk의 친구찾기서비스인 “Friend connect”, 

LBS 및 관련 솔루션 업체인 Kivera와 Voltdelta사

의 운전정보서비스 “Driving directions”을 제공하

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메트로폴리탄지역에서 위치

기반 식당, 쇼핑, ATM 등의 생활정보서비스인 

“Find places”를 제공하고 있다. 

Ⅴ. 개방형 LBS 핵심 기술 개발 

ETRI에서 연구중인 개방형 LBS 핵심 기술은 크

게 개방형 LBS 플랫폼 기술과 응용 서비스 기술 개

발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형 LBS 플랫폼은 개방형 

위치획득 게이트웨이 기술, 위치정보보호, 멀티 레

벨 위치 트리거, 메인 메모리기반 이동객체 DBMS, 

핵심공통 컴포넌트 등의 기술이 포함하고 있다. 개

방형 응용 서비스 기술은 L-Commerce, 차량-지

령 제어 시스템, 유무선 통합 LBS 메신저 등을 포함

한다((그림 5) 참조). 

1. 개방형 LBS 플랫폼 기술 

• 개방형 위치획득 게이트웨이 기술 

이동통신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터페이

스를 통해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현재 이

동통신사와 ETRI의 개방형 LBS 플랫폼에 KLP를 

준수하여 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KLP는 OMA에

서 정의한 MLP를 국내 표준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것이다. 

• 위치정보보호 기술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막기 위해 필요한 기

술이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4

년 12월 제정되면서, LBS 플랫폼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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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방형 LBS 핵심 기술 개발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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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인의 프라이버시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플랫

폼과 연동하는 프로토콜인 PPR, 플랫폼과 PCE간

의 인터페이스인 PCP, 플랫폼과 PPR 및 PMD 간

의 인터페이스인 LPP과 Lid 등이 OMA와 3GPP

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들이다((그림 

6) 참조). 

 

PPR 
(Privacy Profile Registry)

Services Administrator Subscribers 

위
치
기
반
서
비
스
사
업
자
 

Reporting Engine 
(SMS, Email) 

Storage Manager 

획득/이용/제공 

A
ut
he
nt
ic
at
io
n 

M
an
ag
er
 

SP/CP Profile

Subscribers 

PCE 
(Privacy Checking Entity)

Privacy Profile 

LSAF LSPF 

PMD(Pseudonym  
Mediation Device) 

LSTF 
Pseudonym 

PCP 

LPP 

Lid 

Location Gateway 

Location 
Privacy 
Portal 

Location Privacy 
Management System 

위치정보시스템 

Subscriber 

MLSPF 

PPU 

PPU 

OMA Standard 
3GPP Standard 

(그림 6) 위치정보보호 시스템 구조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3호 2005년 6월 

 40 

• 멀티 레벨 위치 트리거 기술 

위치 트리거 기술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미리 정

의된 조건을 설정했을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조건 검사는 망 부하

를 일으키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치 트리거 기술이 필요하다. 멀티 레벨 위치 트리

거 기술은 조건 설정 지역의 근접 여부에 따라, 여러 

측위 방법을 이용해 조건을 검사하는 기술로, MS-

Assisted, MS-Based 위치 트리거 등의 방법이 있

다((그림 7) 참조). 

• 이동객체 DBMS 기술 

이 기술은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위치정보가 변

하는 이동객체의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동객체 즉, 이동전화나 텔

레매틱스 차량과 같은 위치 변화가 빈번하고 과거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데이터를 일반 상용 DBMS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일반 속성 데이터에 

비해 대용량의 이동객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새로

운 데이터 모델, 질의어, 색인 및 저장소뿐만 아니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현재 ETRI에서 연구 

개발중인 메인메모리기반의 이동객체 DBMS는 LBS 

플랫폼에서 위치데이터서버로 활용되고 있다. 

• 핵심공통 컴포넌트 

이 기술은 LBS 플랫폼과 연동되어 LBS 기본 기

능을 제공하는 LBS 기반 컴포넌트와 단말에서 동작

하는 LBS 단말 공통 컴포넌트 등으로 구성된다. 

LBS 기반 컴포넌트는 OGC의 OpenLS에 정의된 핵

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인 

‘GeoMobility Server’에 정의된 서비스들을 의미하

는데, 이 플랫폼은 개방형 서비스 구조인 XML 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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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기반으로 국제 및 국내 표준을 지원하게 된

다. 또한, LBS 단말 공통 컴포넌트는 WIPI, WinCE 

및 J2ME 단말에서의 LBS 서비스 연동을 위한 압

축, 지도 뷰잉, 단말 게이트웨이 기술을 포함한다

((그림 8) 참조). 

2. 개방형 LBS 응용 서비스 기술 

• L-Commerce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동적 구매 관리 기술과 

사용자의 사적 위치정보보호를 통한 커머스 서비스 

기술을 포함한다. Safe-Zone에서 모바일 결제 처리

가 가능하고, 쿠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LBS 플랫폼과 연동하여 위치정보보호 기술

과 위치 트리거 기술 등을 접목한 서비스이다. 

• 차량-지령 제어 시스템 

GPS 및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공차

율을 최소화한 차량 관제 시스템으로, 주행 이력 정

보 및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유무선 통합 LBS 메신저 

유선 및 이동전화번호를 통해 메신저 사용자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간의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주

변정보검색, 단골 상점 실시간 주문 등의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Ⅵ. 결론  

세계적으로 다양한 LBS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현실화되

면서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 세련화되고 고급

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측위 기술은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이

동통신 인프라에 적합한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기

존 기술과의 혼합된 형태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양질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실정이다. 더욱 다양화되

는 LBS에서 위치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고 제공하기 위한 LBS 플랫폼 기술에는 세계 

표준을 준수하는 인터페이스들과 위치정보보호 기

술, 이동객체 DBMS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매

틱스를 비롯한 각종 IT 분야에 필수 서비스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어 정리 

A-GPS    Assisted-GPS 

AOA     Angle Of Arrival 

DGPS      Differential GP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E-OTD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KLP     Korea Location Protocol  

LBS    Location-Based Service 

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LPP    Interface between Platform and PPR 

LSAF   Location Subscriber Authorization Function 

LSPF   Location Subscriber Privacy Function 

LSTF   Location Subscriber Translation Function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MO  Moving Object 

PCE     Privacy Checking Entity 

PCP     Privacy Checking Protocol 

PDE       Position Determination Entity 

PMD     Pseudonym Mediation Device 

PPR     Privacy Profile Registry 

PPU    Privacy Profile Updat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TT Round Trip Time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TOA     Time Of Arrival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VOR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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