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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추적 보안 시스템을 장착한 형태의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무선 이
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제어 회로를 개시한다. 제어 회로는 또
한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위치들의 전화 번호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
선 이동국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코드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
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무선 이동국, 위치 추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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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상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무선 이동국의 블럭도.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 예의 따른 무선 이동국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선택
적으로 전송하지 않는 장치와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

2000년까지 셀룰러 전화 사용자들이 3억을 육박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셀룰
러 서비스는 셀룰러 서비스 공급자들, 지역 Bell사, 그리고 국영 장거리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되어진다. 이들간의 한발 
앞선 경쟁은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셀룰러 서비스 가격을 하락시켰다.

    
현재의 셀룰러 전화는 주로 가입자 핸드세트(무선 이동국)를 사용하는 통화자와 같은 종류의 가입자 핸드세트를 사용
하는 다른 통화자간의 음성 대화에 이용되어진다. 음성 대화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적은 수의 무선 
이동국은 셀룰러/무선 모뎀을 장착하고 있는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와 같은 데이터 장비들이다. 현재
의 무선 이동국의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초당 수십 킬로미터(Kbps)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무선 이동국들에 
대한 응용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큰 대역폭(125 kbps 또는 그 이상)이 각 무선 이동국에 허용되는 "3G(3rd Generation)" 셀룰러/무선 기술로
도 불리는 차세대(또는 제 3세대) 셀룰러/무선 기술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은 무선 이동국들
에 대한 인터넷 적용을 보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예를 들어 3G 셀 전화(또는 3G 셀룰러 모뎀을 장착한 PC)
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들을 구경하고, 그래픽을 전송하고 수신하고,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응용들을 실행하는 등
의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3G 셀룰러 시스템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무선 트래픽의 훨씬 많은 부분
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트래픽이 될 것이고 전형적인 음성 트래픽은 보다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보다 큰 대역폭의 활용 가능성은 이동 무선국에 대해 새로운 특성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동 무선국들
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 중에 하나는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이다. 상기 GPS는 위도와 경도로 전송자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짓는 시스템에 기반을 둔 위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GPS 수신기 단자는 여러 개의 GPS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수 미터의 단위로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GPS 수신기 단자로부터 이동 무선국의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는 무선 이동국의 디스플레이(displ
ay) 단자에 표시되어질 것이다. GPS 단자로부터의 위치 정보는 이동 무선국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무선 이동국의 가입자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 무선 이동국의 GPS 수신기 단자는 가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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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가입자가 도로 이름이 없는 시골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나 유사한 다른 사고를 당했다면, 
사용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고나 응급상황과 연계되어져 있다면 사용
자는 119와 같은 응급 번호로 전화를 하면 무선 이동국의 GPS 수신기 단자는 무선 이동국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무선 이동국의 위치는 무선 네트워크의 운영자에게 역시 관심이 될 수 있다. 만약 무선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동 무선국
들이 기지국 송신기들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강도를 체크하기를 원할 경우, 각 무선 이동국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지
국 송신기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아는 것이 운영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운영자
는 각 개별 무선 이동국에 각 GPS 단자에게 GPS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무선 이동국의 정확한 위치를 운영자에게 전
송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다.
    

GPS는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의 특정한 예이다. 이러한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의 다른 종류들도 있다.

    
많은 무선 이동국 사용자들은 무선 네트워크 운영자(또는 다른 부분)에게 그들의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많은 이용자들은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그들의 무선 이동국의 정확한 위치는 개인적인 정보이고 이
용자들의 동의없이 누구에게도 누설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한 무선 이동국의 수가 시간
에 걸쳐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무선 이동국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제어하기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매우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한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이동 
무선국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불능상태로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이 필요하다. 무선 이동국의 사
용자가 무선 이동국의 위치가 전송되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 추적 
권한이 부여된 통화자들에게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응급상황이 존재하는 곳과 사용자가 그의 위치가 즉시 알려지길 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선 이동국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무선 이동국이 가장 근접한 기지국에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전송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이동국에 저장된 코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기지국 운영자와 접속
하고 사용자의 코드를 기지국 운영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기지국 운영자는 위치추적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능을 
무효화시키는 코드를 전송하여 무선 이동국을 추적할 것이다. 사용자가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무선 이동국을 되찾았다
면 그때 사용자는 코드를 변경하고 이전 상태와 같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에 언급된 필요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갖는 종류의 무선 이동국의 사용에 대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송하지 않게 하는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flag)의 값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송신 여부를 결
정하는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를 갖는 제어부와 메모리 단자를 구성하는 무선 이동국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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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권한이 부여되는 전화 번호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항상 자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비상 전화번호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널(nu
ll) 코드 또는 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는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도록 하는 코드를 수신할 수 있는 무
선 이동국에 있어서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은 무선 이동국에 의해 송신되고 수신되는 코드가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송신에 
권한을 부여하는 코드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기능이 동작되고 동작되지 않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위
한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의 현재 위치를 송신하는 대신 무선 이동국의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위치를 선택적
으로 송신할 수 있는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이동국을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종류의 무선 이동국에 있어
서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송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발명의 자세한 기술로서, 보다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 본 발명의 특징 및 기술적 장점들을 
다소 넓게 윤곽을 잡았다. 첨가되는 발명의 특징 및 장점들은 발명의 청구 주제들을 작성하는 아래에서 기술되어질 것
이다. 본 발명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들로의 수정 및 설계에 있어 기초로서 밝혀진 개념과 특정한 실시
예가 이미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분야의 당업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업자들은 이것과 동등한 구조들
이 가장 넓은 형태에 있어서 발명의 개념과 범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하는 "제어기"는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제어하는 소자, 시스템 또는 그들의 일부분을 뜻하고 그러한 
소자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들의 두 개 이상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제어기와 결합
된 기능은 집중되어졌는지, 분산되어졌는지, 또는 근거리인지, 원격인지가 언급되어야 한다. 특정 단어들과 문구들에 
대한 정의들은 이 특허 문서 전반에 걸쳐 수반되며, 이 기술에 있어 일반적인 기능들은 예가 없다면 많은 부분에서 이해
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의들은 이전의 것에 맞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정의된 단어와 문구들을 사용한다.
    

이하 논의될 도 1 내지 3, 그리고 이 특허 문서에서 본 발명의 원리들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실시예들
은 단지 실례로 하는 것들이며,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정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기술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이 적절하게 배치된 무선 이동국에서 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상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을 도시하고 있다. 무선 전화 네트워크 100은 각각 기
지국(Base Station: BS) 101, 기지국 102, 또는 기지국 103의 기지국들 중 하나의 기지국을 포함하는 다수의 셀 사
이트 121 내지 123을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 101 내지 103들은 다수의 무선 이동국(Mobile Station: MS) 11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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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들과 통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1 내지 114들은 상용의 셀룰러 전화, 개인휴대통신(Person
al Communication Service: PCS) 휴대용 장비, 휴대용 컴퓨터, 계량 장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적절한 무
선 통신 장비들이 될 것이다.
    

점선은 상기 기지국 101 내지 103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기 셀 사이트 121 내지 123의 대략의 경계를 보여준다. 상기 
셀 사이트들은 단지 예시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대략적으로 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기 셀 사이트들은 선택된 셀 형
태와 자연과 인위적인 방해물에 의존하여 불규칙적인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지국 BS 101, 기지국 BS 102, 그리고 기지국 BS 103은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
oller: BSC)와 기지 송수신국(Base Transceiver Subsystem: BTS)을 포괄할 것이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들과 상기 
기지 송수신국들은 이 기술의 숙련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 사이의 특
정 셀들에 대한 기지 송수신국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장비다. 상기 기지 송수신국은 RF(Radio Fre
quency) 송수신기, 안테나, 그리고 각 셀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전자 장비를 포괄한다. 이 장비는 공기의 상태
를 조절하는 단자, 열을 가하는 단자, 전기 공급, 전화선 인터페이스, 그리고 RF 송신기들과 RF 수신기들뿐만 아니라, 
통화 요청 프로세싱 회로를 포함할 것이다.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간략화와 명확화를 위해서 121, 122, 그리고 123 셀 각각의 기지국과 각 기지국
과 결합된 기지국 제어기는 각각 집단적으로 기지국 101, 기지국 102, 그리고 기지국 103으로 표현된다.

    
상기 기지국 101, 상기 기지국 102 그리고 상기 기지국 103은 서로간에 그리고 통신 라인 131을 통한 공중 전화 시스
템(도시되지 않음)과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 140에게 음성과 신호들을 전달한다. 상기 이동 
교환국 140은 무선 네트워크의 가입자들과 공중 전화 시스템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들 사이의 서비스와 정합을 제공하
는 교환 장비이다. 상기 통신 선로 131은 T1 선로, T3 선로, 광섬유 선로, 네트워크 백본(backbone) 연결 등을 포함
한 알맞은 연결 방법들일 것이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 예에서 상기 통신 선로 131은 각 데이터 링크가 기지국 101, 기
지국 102, 또는 기지국 103이 상기 이동 교환국 140에 결합되는 여러 다른 데이터 링크들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 상기 무선 이동국 111은 상기 셀 사이트 121에 위치하여 상기 기지국 101과 통신하
고, 상기 무선 이동국 113은 상기 셀 사이트 122에 위치하여 상기 기지국 102와 통신하고, 상기 무선 이동국 114는 
상기 셀 사이트 123에 위치하여 상기 기지국 103과 통신하고 있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 역시 상기 셀 사이트 123의 
가장자리에 근접한 상기 셀 사이트 121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에 근접한 화살표는 상기 셀 사이트 1
23으로 향하는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어떤 점에서는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상기 셀 사이트 1
23으로 움직이면서 상기 셀 사이트 121에서 벗어남에 따라 "핸드오프(Handoff)"가 발생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 "핸드오프" 절차는 첫 번째 셀로부터 두 번째 셀로 통화 제어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상기 기지국 101과 통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 101로부터 신호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한다면, 상기 무선 이동국 112는 상기 기지국 103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처럼 보다 강
한 신호를 갖는 기지국으로 교환될 것이다. 상기 기지국 103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음성, 데이터, 또는 제어신호들을 
전달하기 위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와 상기 기지국 103은 새로운 통신 링크를 형성하고, 신호는 상기 기지국 101과 
공중 전화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이렇게 하여 통화는 끊겼다 이어지는 현상없이 상기 기지국 101로부터 상기 기지국 1
03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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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idle)" 핸드오프는 정규의 전송채널에서의 음성 그리고/또는 데이터 신호들을 전송하는 핸드오프보다는, 제어 또
는 페이징 채널로 통신하고 있는 무선 이동국의 셀들 간의 핸드오프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에서는 무선 이동국 11
2는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 103과 통신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도 2 는 편의상 무선 이동국 명칭이 빠져있는 무선 이동국 112의 회로를 도시하는 블럭도를 나타낸다. 무선 이동국 1
12는 잘 알려진 원리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 BS 103으로부터 상향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 
BS 103에 하향 채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안테나 205와 결합된 초고주파 송수신기(RF Transceiver) 210을 포함한다.

    
상기 RF 송수신기 210은 차례로 스피커 230과 주 제어기(Main Controller) 240에 결합된 수신 프로세싱 회로(Rec
eive Processing Circuitry) 225와 결합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차례로 마이크로폰(Microphone) 220과 상기 
RF 송수신기 210에 결합된 송신 프로세싱 회로(Transmit Processing Circuitry) 215에 결합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잘 알려진 원리와 일치하게 상향 채널 신호의 수신과 하향 채널 신호의 송신을 제어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또한 I/O 인터페이스 245, 키패드(keypad) 250 그리고 디스플레이 단자 255와 결합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이
러한 기술에서 잘 알려진 방법으로 소자들로부터 그리고 소자들로의 신호의 송신을 제어한다.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GPS) 수신기 260은 상기 주 제어기 240에 결합된다. 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은 경도
와 위도로 무선 이동국 112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기 주 제어기 240에 의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었을 때, 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은 상기 RF 송수신기 210과 
상기 수신기 프로세싱 회로 225를 통해 둘 또는 그 이상의 GPS 위성들로부터 GPS 신호들을 수신한다. 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은 잘 알려진 기술들을 사용하여 위도와 경도를 결정하기 위해 수신된 GPS 신호들을 사용한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도와 경도는 사용자에게 알려지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에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의 위치 추적 요청 메뉴(도시되지 않음)를 접속하고 상기 
키패드 250에서 요청을 타이핑함으로써 어느 시간에 위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초기화할 것이다.

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 특정 예이
다. 다른 종류의 위치 추적 시스템들 역시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S-801 통신 표준(이전에
는 PN4535 통신 표준으로 알려졌던)은 무선 네트워크가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선 이동
국과 무선 네트워크가 각자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들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인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 보여지고 기술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갖는 무선 이동국에서의 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본 발
명은 (1)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무선 이동국을 요구하거나 (2) 무선 네트워크가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서 무선 이동국이 무선 네트워크에 적어도 어떤 정보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무선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갖는 무선 이동국
에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기 무선 이동국 112는 상기 주 제어부 240에 
결합된 상기 메모리 단자 265를 포함한다. 도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7개의 하위 단자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 하위 단자는 기본 동작 시스템(Basic Operating System) 271이다. 상기 기
본 동작 시스템 271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일상적인 동작동안 상기 주 제어기 240에 의해 접속되어지는 상기 메
모리 단자 265의 부분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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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단자의 두 번째 하위 단자는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Location Privacy Flag) 272이다.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는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송신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에 디스플레이 되는 메뉴에 대해 상기 키패드 
250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값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위치 정보가 전송되어질 것인지에 대해 묻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상의 전송 상태 메뉴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키패드 250상에 "아니오"라는 문자를 써넣을 수 있다. 나중에 사용자가 위치 정보의 송신을 허용하
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송신 상태 메뉴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라는 글자를 써넣을 수 있다. 사용자가 이러
한 교체를 할 때,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메모리 단자 265에서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상태를 
갱신한다.
    

상기 송신 프로세싱 회로 215와 상기 RF 송수신기 210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 송신을 위해 상기 주 제어기 240이 통신
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상기 주 제어기 240이 먼저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상태를 시험한다. 
만약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가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때 통신은 상기 자기 위치 추
적 시스템 260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갖고 전송될 것이다.

상기 위치 추적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값이 위치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때 통신은 상기 무선 이
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전송될 것이다.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세 번째 하위 단자는 널 코드 단자(Null Code Unit) 273이다. 상기 널 코드 단자 273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함유한다. 상기 널 코드 단자 27
3에 있어서 코드는 일반적으로 "000111"이나 다른 유사한 숫자와 같은 이진수가 될 것이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이 상
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송신할 경우,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메모리 265의 상기 
널 코드 단자 273에서 코드를 접속하고 상기 널 코드 단자 273에서 코드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널 코드 단자 273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널 코드 단자 273 사이에 포함된 문자열은 "널" 또는 "보
내지 않는 위치" 또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의 글자를 써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대용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에서 전송 상태 메뉴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상기 키패드 250에 새로운 문자열을 타이핑하여 상
기 널 코드 단자 273 내에 문자열을 바꿀 수 있다.
    

기지국이 위치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널 코드(또는 다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지국 103에 의하여 프로그램 되어 요구된 위치 정보의 전송 실패로 인해, 상기 기지
국 103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상기 무선 네트워크 100과의 접속을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대용의 위치 정보를 준비하고 보낸다. 대용의 위치 
정보는 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으로부터 현재의 위치 정보를 얻고 이것이 전송되기 전에 정보를 바꿈으로써 준
비되어진다. 이러한 대용 위치 정보는 상기 주 제어기 240에 의해 준비되어진다. 대용 위치 정보는 상기 널 코드가 기
지국에 위해 수용되지 않을 때 보내지기 때문에 대용 위치 정보는 널 코드 단자 273에 저장될 것이다.

널 코드(또는 다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기지국은 기지국 셀 사이트 내에서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주
는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이 기대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선 이동국 112에 대한 대용 위치 정보는 이러한 현재 셀 사이
트 내의 무선 이동국 112를 완벽하게 추적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위도와 경도의 값들을 변환함으로
써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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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이 수 미터 단위로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의 위치 정보를 변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환 
양은 100 야드(100 yds) 내로 작게 될 것이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위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 위치 정보
를 변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환 양은 포함되어진 셀 사이트 크기에 따라 100 야드(100 yds)로부터 10 마일(10 mi)
에 이를 것이다. 각 경우에 있어서 변환 양은 필요한 만큼 선택되어질 수 있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각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변환 양을 만들도록 프로그램 되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는 전송되는 대용 위치 정보를 발생시키는 실제의 위치 정보를 변환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변환 양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변환 양에 대해 질문하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 상의 대용 위
치 메뉴(도시되지 않음)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키패드 250에 글자나 숫자(또는 글자와 숫자들의 조합)를 타이
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북쪽 100 야드"를 써넣을 수 있고, 이 입력은 대용 위치가 실제 위치의 북쪽 100 
야드(100 yds)로 보고되도록 할 것이다.
    

나중에, 만약 사용자가 대용 위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제 위치 정보에 대한 변환 양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대용 위치 메뉴에 접속하여 변환 양에 대한 새로운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변화를 취할 때, 상
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메모리 단자 265에 있는 상기 널 코드 단자 273의 변환 양에 대한 현재 값을 갱신한다.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네 번째 하위 단자는 응급 번호 목록 274이다. 상기 응급 번호 목록 274의 전화번호들은 응급 
의료 서비스,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같은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전화번호들이
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응급 번호는 119이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사용자는 상기 응급 번호 목
록 274에 그 자신의 응급 번호들을 추가할 수 있다. 상기 응급 번호 목록 274의 각 응급 전화번호는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부여된다. 즉 응급 전화번호들 중 하나의 통화나 통신은 상기 
주 제어부 240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다.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다섯 번째 하위 단자는 특별 취급 번호 목록(Privileged Number Directory) 275이다. 상기 
특별 취급 번호 목록 275의 전화번호들은 사용자가 미리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도록 결정한 전화번호들이다. "전화번호"(특별 취급 번호 목록 275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라는 용어는 
음성통화를 위한 상용의 전화번호를 일컫는 것과 더불어 IP 주소, 이 메일 주소, 웹 사이트 주소, URL 등과 같은 데이
터 통신을 위한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전화번호"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사용자는 어느 
때나 상기 특별 취급 번호 목록 275에 전화번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기 특별 취급 번호 목록 275
에 저장된 전화번호들 중 하나와의 통화가 필요하다면 상기 주 제어부 240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할 것이다. 
상기 특별 취급 전화번호 목록 275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유지는 항상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여섯 번째 하위단자는 코드 권한 단자(Code Authorization) 276이다. 상기 코드 권한 단자 
276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를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한 상황에서 본 발명의 위치 프라이버시 기능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는 무선 이동국 112에 저
장된 코드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코드는 비록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값이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되어있어도 이러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상기 코드 권한 단자 276에서 사용자 선택 코드를 위치시킬 수 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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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 디스플레이 단자 255의 코드 입력 메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키패드 250에 글자나 숫자(또는 글자와 숫
자의 조합)를 써넣을 수 있다. 후에 사용자가 상기 코드 권한 단자 276의 코드를 변환하기를 원하면 사용자는 코드 입
력 메뉴에 접속해서 메뉴사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렇게 바꿀 때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코드 권한 단자의 현재 코드를 갱신한다.
    

    
상기 무선 이동국 112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사용자는 기지국 운영자를 접속하여 기지국 운영자에게 사용
자 코드를 제공할 것이다. 그때 기지국 운영자는 위치 프라이버시 특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이 전송된 코드를 수신하면,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전송된 코드와 상기 코드 권한 부여 단자 276에 저장된 
코드와 비교한다. 만약 상기 주 제어기 240에 전송된 코드가 저장된 코드와 일치된다면, 그때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
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상기 주 제어기 240은 무선 이동
국 112의 위치를 전송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는 기지국 운영자와 사용자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코드의 기지국 방향 전송과 더불어, 코드는 제한 없이 음성 전화, 데이터 전화, 이 메일,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
essage Service: SMS) 메시지, 무선 랜 연결 등과 같은 통신을 통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에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특별 "잡음(noisy)" 코드는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분실되거나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활
용된다. "잡음" 코드는 계속해서 큰 잡음, 진동, 액정 크리스털 디스플레이에 불빛 또는 이와 유사한 동작들을 만들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 112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들을 유발시키는 "잡음" 코드의 사용은 분실된 상
기 무선 이동국 112가 주의를 끌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작들을 유발시키는 "잡음" 코드의 사용은 도난 당한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소유자가 주의를 끌도록 만들 것이다.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일곱 번째 하위 단자는 프라이버시 플래그 레코드(Privacy Flag Record) 277이다. 상기 프
라이버시 플래그 레코드 277은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동작 또는 비동작에 대한 각각의 발생 시간과 날짜
를 기록한다. 상기 프라이버시 플래그 레코드 277에 저장된 정보는 상기 주 제어기 240에 허용된다.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 단자 255상의 상기 프라이버시 플래그 레코드 277에 있는 정보를 표기하도록 상기 키패드 250상에 명령을 
써넣음으로써 상기 프라이버시 플래그 레코드 277의 정보를 접속할 수 있다. 다르게는, 사용자가 상기 프라이버시 플래
그 레코드 277의 정보를 I/O 인터페이스 245를 통해 다른 출력 소자에 전송하도록 상기 키패드 250에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장치의 동작 논리를 기술하는 흐름도이다. 판정 단계 305에서 주 제어기 240은 
유효한 상위코드가 수신되어졌는지 판단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전송된 코드와 메모리 단자 265의 코드 권한 단자 
276에서 저장된 코드와 비교한다. 상기 전송된 코드가 상기 저장된 코드와 정합되면 유효한 상위 코드는 수신되고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이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작 단계 350을 수행한다. 동
작 단계 36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한다.
    

유효한 상위 코드는 위치 정보에 대한 각 상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유효한 상위 코드를 갖는 상위 요청이 받아
들여지고 위치 정보가 전송된 후, 다음 상위 요청은 유효한 상위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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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효 상위 코드가 수신되지 않았다면, 판별 동작 310은 진행 중에 있는 통화가 응급 통화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통화 요청이 되고 있는 전화번호와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응급번호 목록 274의 전화번호와 
비교한다. 만약 상기 통화 요청이 되고 있는 전화번호가 상기 응급 번호 목록 274의 전화번호들 중의 하나와 정합이 이
루어진다면,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
작 단계 350을 수행한다. 동작 단계 36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위치 정보를 송신하도록 한다.
    

    
만약 비상 전화번호가 통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별 동작 320은 발생되고 있는 통화가 특별 취급 통화인지 아닌
지를 결정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통화되고 있는 전화번호와 상기 메모리 단자 265의 특별 취급 번호 목록 275의 
전화번호를 비교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전화번호"라는 용어는 음성 통화를 위한 상용의 전화번호와 데이
터 통신을 위한 문자와 숫자조합의 전화번호 모두를 일컫는다. 만약 상기 통화되고 있는 전화번호가 상기 특별 취급 번
호 목록 275의 전화번호들 중 하나와 일치하면,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위치 추적 시스템 260이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판별하게 하는 동작 단계 350을 수행한다. 동작 단계 360은 무선 이동국 112가 위치 정보를 송신하도록 
한다.
    

    
만약 특별 취급 전화번호가 통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 동작 330은 위치 프라이버시 동작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송신되어지는지 또는 송신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단자 260의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의 값을 시험한다. 위치 정보가 송신된다면, 
주 제어기 240은 위치 추적 시스템 265가 무선 이동국 112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작 단계 350을 수행한다. 동
작 단계 36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위치 정보를 송신하도록 한다.
    

만약 위치 프라이버시 기능이 동작 가능하게 되고 위치 정보가 송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판별기능 340은 기
지국이 널 코드(또는 지역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상태의 "널 메시지")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 널 코
드(또는 널 메시지)가 기지국에 의해 수용된다면, 동작 단계 390이 기지국에 널 코드(또는 널 메시지)를 전송한다.

널 코드(또는 널 메시지)가 기지국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기 주 제어기 24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에 의한 전송을 
위해 대용 위치를 준비하는 동작 단계 370을 수행한다. 동작 단계 380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대용 위치를 전송하
도록 한다.

    
본 발명의 위치 프라이버시 특징은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휴지 상태에 있을 때 역시 기능이 동작된다. 휴지상태는 상
기 무선 이동국 112에 전원이 공급되지만 사용자가 송신 또는 수신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상기 휴지상태 동안 상기 
무선 이동국 112는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셀 사이트들 간에 "휴지상태" 핸드오프를 형성시키는 것과 같은 정규기능들
을 다루기 위해 기지국 103과 통신상태에 있는다. 사용자가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를 설정하여 위치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면, 상기 무선 이동국 112가 휴지 모드에 있는 시간동안에는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는 
설정된 상태로 있고 위치 정보의 전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용자가 음성 전화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통신에서 위치 추적 기능을 갖지 않도록 원하
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와 반대 경우 역시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기능을 가능하
게 하고 음성 전화에서는 위치 추적 기능을 갖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드들의 동작은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에 대해 상술되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기 메모리 단자 265에 데이터와 음성 전화에 대한 독
립된 부가적인 위치 프라이버시 상태 플래그 설정과 시험이 동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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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정 종류의 통화(예를 들어, 이 메일)에 대해 위치 프라이버시 기능을 가지도록 희망하
는 경우 또한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작모드는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 272에 대해 상술되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
로 상기 메모리 단자 265에 데이터와 음성 전화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된 부가적인 위치 프라이버시 상태 플
래그(각 특정 종류의 통화에 대한 상태 플래그) 설정과 시험이 동반될 것이다.

    
무선 이동국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무선 이동국이 가장 근접한 기지국에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전송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이동국에 저장된 코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기지국 운영자와 접속
하고 사용자의 코드를 기지국 운영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기지국 운영자는 위치추적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능을 
무효화시키는 코드를 전송하여 무선 이동국을 추적할 것이다. 사용자가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무선 이동국을 되찾았다
면 그때 사용자는 코드를 변경하고 이전 상태와 같이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것이다.
    

본 발명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었지만, 이것의 가장 넓은 형태의 개념과 범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다양한 응용과 대용물, 
대체품들을 만들 수 있음을 이 기술의 숙련자들은 숙지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로써 본 발명은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갖는 종류의 무선 이동국의 사용에 대해 무
선 이동국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송하지 않게 한다. 또한 상위의 요구나 응급 통화 등의 경우에는 무선 이
동국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한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어 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에 연결되는 메모리 단자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단자는 상
기 무선 이동국이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전송을 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되게 하는 위치 프라이
버시 플래그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에서 상기 메모리 단자는,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위치 추적에 
대한 응급 전화번호들을 포함하는 응급 번호 목록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단자는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위치 추적에 
대한 전화번호들을 포함하는 특별 취급 번호 목록을 더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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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이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코드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 위치에 관한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널 코드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 위치에 관한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널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의 실제 위치 대신에 대용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9.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으로부터 상향 채널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상기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에 하향 채널 신호를 송신
할 수 있는 송수신기;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과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
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어 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제어기와 결합된 메모리 단자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단자는 상기 무선 이
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상기 무선 이동국이 전송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를 
포함하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수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위치 추적에 대한 응급 전화 번호를 더 포함
하는 응급 번호 목록을 포함하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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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를 수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위치 추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전화 번호
를 포함하는 특별 취급 번호 목록을 더 포함하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더 나아가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무선 이동국이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더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기지국이 널 코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지을 수 있고, 상기 기지국에 상기 무선 이동국의 실제 
위치 대신에 대용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이동국.

청구항 15.

무선 이동국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갖는 형태의 무선 이동국에서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에서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어지지 않을 것인지를 나타내 위치 프라이버시 플
래그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무선 이동국에서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어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의 값을 테스트하는 단계;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의 값이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값을 나타낸다
면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지 않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 코드가 상기 무선 이동국에 전송되어졌을 때, 상기 무선 이동국이 상기 
무선 이동국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선택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에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코드가 상기 무선 이동국에 저장된 상기 사용자 선택 코드와 동일한지를 결정하는 상기 코드를 테스트하는 단계;

상기 코드가 상기 사용자 선택 코드와 일치한다면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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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널 코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무선 이동국의 대용 위치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무선 이동국의 실제 위치 대신에 상기 대용 위치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이 통화 요청을 하는 전화번호가 상기 무선 이동국의 비상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
는 단계;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의 값이 비록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값을 나타내
더라도 상기 전화 번호가 상기 비상 번호 목록에 있다면, 상기 전화번호의 위치에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
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국이 통화 요청을 하는 전화번호가 상기 무선 이동국의 특별 취급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테
스트하는 단계;

상기 위치 프라이버시 플래그의 값이 비록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값을 나타내
더라도 상기 전화 번호가 상기 특별 취급 번호 목록에 있다면, 상기 전화번호의 위치에 상기 무선 이동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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