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이동통신] OMA Mobile Location Protocol 규격 표준화 동향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화 규격은 여러 표준화 단체에 산재해 있고 또 해당 

규격들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규격들은 대부

분이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위치 정보를 구하느냐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OMA에서는 구해진 위치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혹은 서버와 서버 사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하고 또 위치 서버에서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여러 규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Mobile Location Protocol(MLP)라는 

프로토콜이다. 

 

현재 OMA Location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표준화 사안 중 Mobile 

Location Service(MLS)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외부 클라이언트와 위치 서버 및 위치 서

버와 위치 서버 사이의 위치 추적과 관련된 요청 및 해당 응답을 처리하는 프로토콜들로 구

성되어 있는 OMA의 여러 인에이블러(Enabler, 특정 애플리케에션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혹

은 다수의 스팩들로 구성된 집합을 OMA에서는 인에이블러라고 지칭하고 있음) 중의 하나

이다. 현재 Location 워킹 그룹에서 제정하고 있는 인에이블러는 MLS(Mobile Location 

Service) 및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등이며 각 인에이블러는 또 각각의 

requirement, architecture 및 protocol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MLS 인에이블러의 경

우에는 MLP(Mobile Location Protocol), RLP(Roaming Location Protocol) 및 PCP(Privacy 

Check Protocol) 등 3개의 프로토콜 규격이 포함되어 있다. MLS는 현재 1.0, 1.1, 1.2 세 

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오늘은 MLS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프로토콜 규격 중 MLP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Mobile Location Protocol 규격 현황 

Mobile Location Protocol(MLP)은 위치 추적을 실시하는 망 구조 및 위치 추적 방법에 상관

없이 사용자 이동 단말 등의 위치를 요청하고 전달하는 애플리케에션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MLP는 위치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프로토콜이며 위치 서버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는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 MLP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림으로 도시

되어 있다.  

 

 



 
 

Wireless 
Network 

Location 
Server 

Location-
based 
application 

request (MLP) 

response (MLP) 

 

<그림 1> MLP 의 역할 

 

MLP는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2>에 MLP의 구조를 도시하였다. MLP를 실

제 프로토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포트 계층, 요소 계층 및 서비스 계층이 필요한데 

이중 요소 계층은 XML의 DTD element 및 attribute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계층은 Standard 

location reporting, Triggering location reporting, Emergency location reporting 등 일반적

인 위치 추적, 긴급 위치 추적 및 지연 위치 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시지들과 규칙

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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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LP의 구조 

 

<표 1>은 MLP를 구성하는 요소 계층의 각 DTD를 정리한 표로써 주지한 바와 같이 요소 

계층은 위치 추적과 관련된 DTD Element와 attribut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Element의 

내용 및 attribute의 성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MLP 규격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표 1> MLP 요소 계층을 구성하는 DTD 

MLP_ID.DTD  Identify Element Definitions 



MLP_FUNC.DTD  Function Element Definitions 

MLP_LOC.DTD  Location Element Definitions 

MLP_RES.DTD Result Element Definitions 

MLP_SHAPE.DTD  Shape Element Definitions 

MLP_QOP.DTD  Quality of Position Element Definitions 

MLP_GSM_NET.DTD  GSM Network Parameters Element Definitions 

MLP_CTXT Context Element Definitions 

 

현재 MLP 3.1 및 MLP 3.2가 각각 공포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OMA Location 워킹 그룹의 

규격들은 이미 공포된 경우에는 www.openmobilealliance.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현재 제정 중인 규격들은 원칙적으로 멤버 회사들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결언 

MLP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MLS라는 인에이블러를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토콜로 현재 

MLS 1.1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안으로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사용되어지리라 보여지

며 곧 MLS 1.2 버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MLS 1.2의 경우에는 3GPP의 위치 추

적 서비스 규격 중 Release 7 규격과의 연동 작업과 Location 워킹 그룹의 또다른 인에이

블러인 SUPL 2.0과의 연동 작업 등이 주요 표준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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