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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19940013049 *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조춘근

전체 청구항 수 : 총 37 항

(5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의 통신을 위한 장치(1; 1a; 1b; 1c;

1d; 1e)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902)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 201a)을 포함하

도록 적응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303a; 303b; 303c)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404; 404a; 404b; 404c;

404d)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303a; 303b; 303c)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404;

404a; 404b; 404c; 404d)에 구현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의 통

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303a; 303b; 303c)은 가입자 아이덴티티(902)와 같은 가입

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2)를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 404a; 404b; 404c; 404d)를 통해서 단말기(404;

404a; 404b; 404c; 404d)와 통신하도록 배열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단말기(404; 404a; 404b; 404c; 404d)가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단말기(404; 404a; 404b; 404c; 404d)로부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303a; 303b; 303c)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포함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아이

덴티티 유닛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증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으로부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통신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는 상기 가입자 아

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도록 적응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는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인증을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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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은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

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의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

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의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은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를 상기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 각각에 동시에 또는 상이한 시간에 선택적으로 통신하도록 더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무선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대략 2,4 G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

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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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적외선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

터 통신 장치.

청구항 10.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에 있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갖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가입자 아이덴

티티 유닛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증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

닛으로부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통신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되도록 적응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

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는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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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무선 주파수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

이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대략 2,4 G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위한 스테이션.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적외선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

한 스테이션.

청구항 18.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인증을 통신하도록 구성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갖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사용하여 적어도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

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에 할당하는 단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및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에 통신을 설정하

는 단계;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통신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 및 무선 통신 시스템 사이에 통

신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가입

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는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를 통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에 인증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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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 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 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

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 중 적어도 하나와 동시에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4.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인증을 통신하도록 구성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갖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사용하여 적어도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

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에 할당하는 단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및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에 통신을 설정하

는 단계;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 중 적어도 하나와 동시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통신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휴대용 무선 통신 단말기 및 무선 통신 시스템 사이에 통

신을 설정하고,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의 제어 하에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중 하나로의 입력 호출을 라우팅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가입

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등록특허 10-0684020

- 6 -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중 하나로부터 출력 호출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무선 통신 단말기들 사이의 상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중 하나로 입력 호출을 라우팅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사이의 상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중 하나로부터 출력 호출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의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어느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상기 상호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우선순위를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우선순위를 입력 호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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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들 중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 의해 상기 상호 우선순위를 수동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2.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는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대략 2,4 G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4.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적외선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는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5.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포함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아이

덴티티 유닛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증을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및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에 설정된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으로부터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로 통신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

게 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36.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에 있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갖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가입자 아이덴

티티 유닛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증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

닛으로부터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로 통신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

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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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로 인증을 통신하도록 구성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갖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사용하

여 적어도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방법

에 있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에 할당하는 단계;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및 상기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에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로 가입자 아이덴티

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설정되게 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통신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identity)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포함하도록 적응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갖는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스테이션(station)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구현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

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가입자 아이덴티티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매체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내의 단말기로 할당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단말기에 부착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통신 서

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무선 통신 단말기라고 또한 칭해지는 용어 '단말기'는 이동 전화, 통신기 즉, 소위 전자 수첩(electronic organiser) 등과 같

이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모든 휴대용 무선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예컨대,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같은 임의의 셀룰러 이동 전화 시스템 또는 위성 통신 시스템일 수 있다.

이하에서 SIM은 GSM 네트워크 내에 구현되는 것으로 기술되는데, 상기 SIM은 ROM(Read Only Memory), RAM

(Random Access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프로세서 유닛 및

사용자 단말기로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로서 구현된다. SIM의 메모리는 GSM 네트워크에서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

티티(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인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저장한다. 동작이 어쨌든 허용되는 경우인

긴급 호출을 제외하고는, 단말기는 유효 SIM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동될 수 있다. SIM은 단말기 사용자의 확인 및 사용

자 인증을 위한 보안 기능을 GSM 네트워크에 지원한다: SIM은 4 내지 8 숫자로 구성된 개인 식별 번호(PIN)를 핸들링할

수 있다. 부정확한 PIN이 단말기로 입력되면, 단말기 사용자에게 표시가 제공된다. 세번 연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입력된 후

에는, SIM이 차단된다. SIM의 차단은 GSM 네트워크 동작을 금지하는 상태가 되게 한다. SIM은 또한 GSM 네트워크 동작

을 위한 정보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동 가입자, GSM 서비스 및 공중 육상 이동 네트워크(PLMN) 관련 정보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단말기로 하여금 한번 이상의 가입에 대하여 비

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동일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게 한다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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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711,090은 카드로서 구현되며 이동국에 장착되는 복수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이 단일 국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일 가입자 아이덴티티 정보를 공유하는 복수의 가입자 아이덴

티티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이동국으로 하여금 사용자

가 한 번 이상의 가입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동일한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WO 94/08433는 또한 하나 이상의 이동국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한번 이상의 가입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동일

한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설명한다.

상술된 관련 기술이 하나 이상의 단말기로 하여금 한번 이상의 가입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동일한 가입자 아이

덴티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설명할지라도, 상술된 관련 기술에 설명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에

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은 또한 상술된 것 이외의 다른 특징의 캐리어(carrier)(가령, 경제적

인 거래를 위한 카드)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은 또한 예를 들어, 신용 카드 및/또는 현금 카드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단말기에 부착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가지는 것은 불리하다. 상술된 관련 기술에 설명되어 있

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다. 상이한 이동국에 부착된 각기 다른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상에 저

장된 정보(가령, 메일과 주소록에서의 정보 및 이동국의 카렌더(calendar))는 발산하지 않도록 동기화되어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의해 다루어진 일반적인 문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다루어진 특정한 문제는 공통의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

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는 무선

통신 단말기중 하나에 동시에 할당된다.

본 발명에 의해 다루어진 더 특정한 문제는 동일한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동시에 할당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

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다루어진 부가적인 더 특정한 문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은 무선 통신 단말

기가 무선 시스템에서 통신하는 동안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분리된다.

상기 문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에 의해 본질적으로 해결된

다. 상기 장치는 무선 통신 단말기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할당되는 가입자 아이덴티

티 모듈을 포함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은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를 단말

기와 통신하도록 배열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단말기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단말기로부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분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본 발명은 또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스테이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본 발명은 또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공통의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는 무선 통신 단말기 중

하나에 동시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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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은 동일한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동시에 할당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은 단말기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단말기로부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분리하도록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일반적인 이점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

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이점은 공통의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

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이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는

무선 통신 단말기 중 하나에 동시에 할당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동일한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동시에 할당되는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로 하여금 한번 이상의 가입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동일한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장치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또

한, 동일한 전화 번호가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장치와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이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은 무선 통신 단말기가

무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동안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분리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단말기로 삽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단말기로 할당될 가입자 아이덴티티를 더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정한 이점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상에 저장된 정보(가령, 메일과 주소록 내의 정

보 및 단말기의 카렌더)가 두 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본 발

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시예

도 1은 GSM 네트워크인 무선 통신 시스템(101)의 일부의 일반적인 개략도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 의해 커버된 지

리적인 에어리어는 셀(C1-C5)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셀(C1-C5)은 일정한 에어리어 내에 무선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그

에어리어에서의 통신을 위한 일정한 주파수 세트를 할당받는다.

각각의 셀(C1-C5)은 GSM 용어로 기지국 송수신기(BTS)라 칭해지는 하나의 기지국(BTS1-BTS5)에 의해 서비스된다.

기지국 송수신기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와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다. 단말기(403)는 현재 도 1에서 셀(C1) 내

에 위치된다. 단말기(403)가 현재 위치되어 있는 셀(C1)을 서비스하는 셀이라 칭하고, 그 셀에 서비스하는 기지국 송수신

기(BTS1)를 서비스하는 기지국 송수신기라 칭한다.

단말기(403)는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서 기지국 송수신기(BTS1-BTS5)와 통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 의해 제공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가입자에 의해 사용된다. 기지국 송수신기 각 그룹은 기지국 제

어기(BSC1-BSC2)에 의해 제어된다. 다수의 기지국 제어기(BSC1-BSC2)는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MSC:mobile

service switching center)에 의해 제어된다.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MSC)는 자신에 의해 서비스되는 에어리어 내에

위치된 이동국으로/으로부터 호출을 스위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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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이 단말기로/로부터 설정되어 있다면, 단말기(403)와 서비스하는 기지국 송수신기(BTS1) 사이의 통신용으로 지정된

통신 채널(CH)이 상기 호출을 위해 할당된다.

스위칭 센터(MSC)는 GSM 네트워크 내에서, 그리고 또한 이 네트워크와 이에 접속된 다른 네트워크[가령, 공중 전화 네트

워크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다른 운영자의 GSM 네트워크(도 1에서 도시되지 않음)] 사이

에서 트래픽을 제어하도록 적응된다.

또한, 두 개의 상이한 레지스터(register) 즉, 시스템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홈 위치 레지스터(HLR), 및

GSM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에어리어에서 발견되는 활성화되어 결국 등록된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가 스위칭 센터(MSC)에 접속된다. 방문자는 홈 가입자 또는 다른 GSM 운영자와 관련된 가입자 둘 중에 하

나이다.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 내의 정보는 항상 가입자의 홈 위치 레지스터(HLR)로부터 검색되며, 방문자를 확실

히 식별하여 어드레스할 수 있게 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902)(도 9 참조)를 포함한다. GSM 네트워크에서, 가입자 아이덴

티티는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IMSI)라 칭해진다. 등록된 방문자가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와 관련된 네트워크

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중지한다면,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에서 발견된 방문자의 정보는 지워져서, 방문자가 다시 활성화되

는 경우 홈 위치 레지스터(HLR)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요금청구 관리 지원 시스템(BASS:billing administration support system)이 스위칭 센터(MSC), 홈 위치 레지스터(HLR)

및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에 접속될 수 있다. 요금청구 관리 지원 시스템(BASS)은 단말기(403)의 가입자 아이덴티

티 모듈(201)(도 2 참조)이 신용 카드 또는 현금 카드로서 사용되는 경우 요금청구 관리를 지원하는 운영자 서비스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101)은 GSM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기 시스템은 예컨대, PCS 네트워크와 같은

임의의 셀룰러 이동 전화 시스템, 임의의 위성 전기통신 시스템, 또는 가입자 아이덴티티(902)가 그 시스템에서 활성화되

는 각각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할당되는 임의의 다른 통신 시스템일 수 있다. GSM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접속 방법은 시분

할 다중 접속(TDMA)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 또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과 같은 임의의 다른 접속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도 2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을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도 2에 도시된 이미 공지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은 GSM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데, 여기서 상기 가입자 아이덴티

티 모듈(201)은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전기적으로 소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

용 메모리(EEPROM), 프로세서 유닛(CPU) 및 단말기 I/O로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로서 구현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의 메모리는 GSM 네트워크에서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IMSI)인 가입자 아이덴티티(902)(도 9 참조)를

저장한다. 단말기(403)는 동작이 어쨌든 허용되는 경우인 긴급 호출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동될 수 있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은 무선 단말기(403) 사용자의 확인 및 사용자의 인증

을 위한 보안 기능을 네트워크에 지원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은 4 내지 8 숫자로 구성된 개인 식별 번호(PIN)

를 핸들링할 수 있다. 부정확한 PIN이 단말기(403)로 입력되면, 단말기(403) 사용자에게 표시가 제공된다. 세번 연속해서

부정확하게 입력된 이후에는, 아이덴티티 모듈(201)이 차단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의 차단은 GSM 네트워크

동작을 금지하는 상태가 되게 한다.

도 3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과 전원(301)을 포함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

를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둘 모두는 또한 이하에서 각

각 스테이션이라 칭해진다. 스테이션은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이므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자체일 수 있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a)과 제 1 통신 수단(304)을 포함한다. 제 1 통신 수단(304)

은 무선 통신 단말기(403)의 제 2 통신 수단(401)(도 4 참조)과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도 9 참조)를 통신하는 송수신기이

다.

전원(301)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a)과 송수신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을 포함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와 무선 통신 단말기

(403)를 갖는 본 발명의 장치(1)의 실시예를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무선 통신 단말기(403)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

(302)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다는 것은 이하에서는 적어도 전기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전기적 및 물리적 두 가지 모두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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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은 또한 각각 스테이션이라 칭해진다. 상술된 바와 같이,

스테이션은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이다.

무선 통신 단말기(403)는 예컨대, 이동국과 같은 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 즉, 이동 전화, 호출기, 통신기, 즉 소위 전자 수첩

등일 수 있다. 무선 통신 단말기는 또한 텔레팩스, 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자 수첩과 같은 비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일 수 있

다. 무선 통신 단말기(403)는 예컨대, 음성, 데이터 또는 영상의 송수신에 사용될 수 있다.

무선 단말기(403)는 제 2 통신 수단(401)을 포함한다. 송수신기인 제 2 통신 수단(401)에 의하여, 무선 단말기는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도 9 참조)를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에 포함된 가입자 아이덴

티티 유닛(303a)의 제 1 통신 수단(304)과 통신한다.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404a ;404b;404c;404d)는 가입자 아이덴

티티 유닛(303;303a;303b;303c)의 제 1 통신 수단 (304)과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부근에 국부적으로 위치된 송신기 및

/또는 수신기 사이의 국부 링크로서 규정된다. 도 4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부근에 국

부적으로 위치된 송신기 및/또는 수신기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 내에 포함된 제 2 통신 수단(401)이다. 그러나,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 내에 포함되지 않은 송수신기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부근에 국부적으

로 위치된다(이 실시예는 어떠한 도면에서도 도시되지 않음). 이 실시예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403) 부근에 국부적으로

위치된 송수신기는 국부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무선 단말기(403)의 제 2 통신 수단(401)으로 전송 즉,

중계하고 있다.

도 4에서, 무선 단말기(403)는 제 2 통신 수단(401)과 송수신기(402)를 포함한다. 단말기(403)는 송수신기(402)를 통해

서 무선 통신 시스템(101)과 통신한다 (도 1 참조).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101)과의 통신

을 위한 송수신기(402)는 단말기(403)의 제 2 통신 수단(401)에 통합된다.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는 예컨대, 무선 주파수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국부 무선 통신 링크

(404)는 대략 2,4 GHz의 주파수 범위 내에 존재한다.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는 또한 적외선의 주파수 범위 내에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부 무선 통신 링크는 전자기 링크, 자기 링크 또는 유도성 링크와 같은 임의의 무선 링크일 수 있다.

전자기 링크의 예로는 마이크로파 주파수 범위, 무선 주파수 범위 또는 광학 주파수 범위 내의 링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될 수 있는 무선 스펙트럼이 많지 않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송신 전

력 레벨이 낮거나 확산이 적용된다면, 900 MHz, 2,4 GHz, 그리고 5,7 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

은 허가받지않고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다. 2,4 GHz 대역은 심지어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확

산은 주파수-호핑(hopping) 또는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둘 중 하나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2400 MHz로부터 2483.5 MHz에 이르는 2,4 GHz ISM 대역이 무선 국부 통신 링크(404)를 위해

사용된다고 가정하자. 샤프한 필터를 피하여 대역외 방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된 무선 대역은 ISM 대역 에지(band

edge)로부터 떨어져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2435 MHz에서 2465 MHz에 이르는 부분

(section)과 같이, 공지된 간섭 에어리어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SK(Fast Shift Keying)는 사용자 코드를 무선 주파

수 반송파에 맵핑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FSK 변조 방식에서, '0'을 나타내는 비트는 주파수(fRF+△f)로 맵핑되고 '1'을

나타내는 비트는 주파수 (fRF-△f)로 맵핑되는데(반대로도 또한 가능함), 여기서 fRF는 반송파 주파수이다. 주파수 편차

(△f)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거의 제거하도록 충분히 커야만 한다. 가령, ±PPM(part per million)의

정확도를 가진 슬로피(sloppy) 주파수 기준이 사용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주파수 오프셋은 240 KHz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서, 주파수 편차(△f)는 240 KHz보다 커야만 한다.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는 민감한 정보를 제 3 자가 가로채는 것 (interception)을 막는 안전한 무선 통신 링크을 설정하

기 위해 암호화된다.

제 1 통신 수단(304)과 제 2 통신 수단(401) 사이의 무선 통신 링크(404)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중계하는 하나 이상의

중계기(어느 도면에도 도시되지 않음)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 내에 포함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a)(도 3 참조)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를 신용 카드 또는 현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갖는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

듈(201a)이 많은 기능을 가질 경우 유용하다. 다음으로, 요금청구 관리 지원 시스템(BASS)(도 1 참조)이 요금청구 관리를

등록특허 10-0684020

- 13 -



지원한다. 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이점은 예컨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에 포함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201a)을 지갑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a)이 무선 단말기(403)로부터 분리된다는 점

이다.

도 5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통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두 무선 통신 단말기(403a; 403b)를 갖는 두 개의 본

발명의 장치(1a; 1b)를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인 스테이션(403c) 내에 포함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스테이션은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이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c)의

내부 회로(601)에 접속된다. 내부 회로(601)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장치(1a)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텔레팩스인 무선 통신 단말기(403a)를 포함한다. 무선 단말기(403a)는

GSM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기 위한 송수신기(501a)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통신하기 위한 송

수신기(401a)인 제 2 통신 수단 둘 모두를 포함한다.

다른 장치(1b)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전자 수첩인 무선 통신 단말기(403b)를 포함한다. 무선 단말기(403b)

는 GSM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기 위한 송수신기(501b)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통신하기 위한

송수신기(401b) 둘 모두를 포함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도 2 참조)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c)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또는 두 장치(1a; 1b)중 하나에 대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중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

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은 국부 무선 링크(404a; 404b)를 통해서 두 무선 단말기(403a;403b) 중 하나와 통신한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송수신기(401a; 401b)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원격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의 존재를

검출하는 경우, 단말기(403a; 403b)중 하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의 제어를 받는다. 무선 통신 시스템(101)에

서, 이것은 통신 채널을 통한 기지국 송수신기(BTS1)와의 모든 통신이 송수신기(501a) 또는 송수신기(501b)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한다(도 1 참조). 무선 단말기(403a)와 무선 단말기(403b)가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예컨대 서로 10 미터보

다 더 가까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단말기들은 자신들(403a; 403b) 중 어느 것이 기지국으로부터의 입력 호출

에 응답할 것인지에 관한 상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403a; 403b) 둘 모두는 국부 무선 링크(404a;

404b)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통신을 설정한다.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단말기(403a; 403b)로의 입력 호출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의 제어를 받는 단말기(403a;

403b)로 라우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도 9 참조)를 국부 무

선 통신 링크(404a; 404b)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통신하는 권한을 어느 무선 통신 단말기(403a;

403b)가 갖는지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 내에 포함한다. GSM 네트워크에서, 국제 이동국 장비 아이덴티티(IME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가 무선 단말기(403a; 403b)를 특정하게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은 또한 단말기(403a; 403b)중 어느 것이 기지국으로부터의 입력 호출에 응답할 것인지에 관한 상

호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호 우선순위는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단말기(403a; 403b)로의 입력 호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음성 서비스에 대하여 제 1 상호 우선순위,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S)와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하여 제 2 상호 우선순위, 그리고 텔레팩스 서비스에 대하여 제 3 상호 우선순위가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텔레팩스 호출은 텔레-팩스(403a)에 의해 자동으로 응답될 수 있다. 상호 우선순위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에 의해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상호 우선순위는 가입자 아이덴티

티 유닛(303b)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무선 단말기(403a; 403b; 403c) 중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5에 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입력 호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가 또한 상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말기(403a; 403b) 중 어느 것이 무선 단말기(403a; 403b)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출력 호출을 전송할 것인지에 관한 상호

우선순위는 송수신기(401a; 401b) 중 어느 것이 국부 무선 링크(404a; 404b)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의 통신을 처음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도 2 참조)로부터의 판

독 정보 및/또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 상의 기록 정보에 관한 상호 우선순위는 송수신기(401a;401b) 중 어느 것

이 국부 무선 링크(404a; 404b)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b)과 통신을 처음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예컨대, 주소록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내의 정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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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단말기(403a; 403b) 둘 모두는 무선 통신 시스템(101) 내에서 동시에 통신하는데, 여기서 상기 단

말기(403a; 403b) 둘 모두는 국부 무선 링크(404a; 404b) 둘 모두를 통해 동시에 통신을 설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GSM

네트워크에서의 국제 이동국 장비 아이덴티티(IMEI)인 각 단말기(403a; 403b)에 부착된 특정 아이덴티티가 단말기(403a;

403b)를 서로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메모리(502)는 개인 식별 번호(PIN)에 의해 보호된다(도 2 참조). 메모리(502) 내에 저장

된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거나 단말기(403a; 403b) 외의 다른 단말기(도 5에 도시되지 않음)에 관한 정보가 메모리

로 추가된다면, 개인 식별 번호(PIN)가 우선 예컨대,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되어야 한다.

도 6a는 기지국(BTS1) 및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403; 403f)와 하나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을 갖는 두 개의

본 발명의 장치를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인 스테이션(302) 내에 포함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

말기(302)는 송수신기인 제 1 통신 수단(304)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치(1c)는 이동 전화인 무선 통신 단말기(403)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을 포함한다. 이동 전화는 제 2

통신 수단(401)과 송수신기(402)를 포함한다. 이동 전화는 송수신기(402)를 거쳐 통신 채널(CHa)을 통해서 무선 통신 시

스템(101)의 기지국 송수신기(BTS1)(도 1 참조)와 통신한다. 이동 전화는 제 2 통신 수단(401)을 거쳐 국부 무선 통신 링

크(404c)를 통해서 제 1 통신 수단 (304)과 통신한다.

본 발명 장치(1d)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302)와 전자 수첩인 무선 통신 단말기(403f)를 포함한다. 전자 수첩은 제 2

통신 수단(401a)과 송수신기(402a)를 포함한다. 전자 수첩은 송수신기(402a)를 거쳐 통신 채널(CHb)을 통해서 무선 통신

시스템(101)의 기지국 송수신기(BTS1)(도 1 참조)와 통신한다. 전자 수첩은 제 2 통신 수단(401a)을 거쳐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d)를 통해서 제 1 통신 수단(304)과 통신한다.

여러 무선 통신 단말기(도 6에서는 두 개의 단말기(403a; 403b))가 하나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과 통신할 수 있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의 동일한 단말기가 상이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어느 도면에도 도시되지 않음)과 통

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의 무선 단말기가 사용될지라도, 상이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의 여러 상이한 가입자

가 무선 통신 시스템(101)(도 1 참조)에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6b는 기지국(BTS1)과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403; 403f) 사이 및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403; 403f)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사이의 본 발명의 시그널링 통신을 도시한 도면이다. 기지국(BTS1),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

(403; 403a)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은 도 6a에 블럭 방식으로 도시되어 있다. 음성 통신의 경우에, 이동 전화인

무선 단말기(403)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및 전자 수첩인 무선 단말기(403f)에 대해서 마스터(master)가 된다.

따라서, 데이터-통신 및 텔레팩스-통신의 경우, 전자 수첩(403f)이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및 이동 전화인 이동

통신 단말기(403)에 대해서 마스터가 된다.

도 6b에 도시된 시그널링 통신 도면에서, 이동 전화(403)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사이의 국부 무선 링크(404c)

(도 6a 참조) 및 전자 수첩(403f)과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사이의 국부 무선 링크(404d)는 이미 설정되어 있다.

도 6b는 기지국(BTS1)과 전자 수첩(403f) 사이의 데이터-호출에 대한 시그널링 통신을 도시한다. 제 1 단계(601b)에서,

기지국(BTS1)으로부터 이동 전화(403)로의 데이터-호출 요청이 행해진다. 다음 단계(602b)에서, 이동 전화(403)로부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으로의 데이터-호출 통지가 행해진다. 다음 단계(603b)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303a)으로부터 전자 수첩(403f)으로의 데이터-호출 통지가 행해진다. 다음 단계(604b)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303a)은 자신(303a)이 통화중(busy)이라는 것을 이동 전화(403)에 시그널링한다. 다음 단계 (605b)에서, 전자 수첩

(403f)이 기지국(BTS1)으로부터의 데이터-호출에 응답한다. 단계(605b) 동안, 가입자 아이덴티티(902)와 같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가 통신된다. 도 6b에서와 같이, GSM 네트워크 내의 시그널링 통신에서, 가입자 아이

덴티티(902)는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IMSI)이다. 다음 단계(606b)에서, 전자 수첩(403f)과 기지국(BTS1) 사이에

데이터-호출 시그널링 통신이 설정된다. 다음 단계(607b)에서, 전자 수첩(403f)과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사이에

데이터-호출 시그널링 통신이 설정된다. 데이터 호출이 종료될 때, 전자 수첩(403f)과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사

이의 데이터-호출 시그널링 통신이 다음 단계(608b)에서 중지된다. 다음 단계(609b)에서, 전자 수첩(403f)과 가입자 아

이덴티티 유닛(303a) 사이의 데이터-호출 시그널링 통신이 중지된다. 최종적으로, 다음 단계(610b)에서, 가입자 아이덴

티티 유닛(303a)는 자신이 유휴상태(idle)임을 이동 전화(403)에 시그널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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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e)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를 가진 본 발명의 인증 장치(1e)를

블럭 방식으로 도시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d)인 스테이션 내에 포함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스테이션은

적어도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이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d)의

내부 회로(601)에 접속된다. 내부 회로(601)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은 송수신기인 제 1 통신 수단(304)을 포함한다. 송수신기(304)는 국부 무선 링크(404c)를

통하여 무선 단말기(403e)의 송수신기(401)와 통신한다. 무선 단말기(403e)는 외부 마이크로폰(602)에 접속된 음성 활동

검파기(VAD)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스피커(603), 외부 프로세서(604), 외부 안테나(605), 외부 키패드(606) 및 외부 디

스플레이(607)가 무선 단말기(403e)에 접속된다. 외부 프로세서(604)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e)의 위치를 등록하는 지상

위치결정 시스템(GPS)을 포함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201a)(도 3 참조)은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d)로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또는 인증 장치(1e)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중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송수

신기(401)가 원격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c)의 존재를 검출하면, 무선 단말기(403e)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의 제어를 받는다. GSM 네트워크에서, 이것은 통신 채널(CH)을 통한 기지국 송수신기(BTS1)와의 모든 통신이 안테나

(605)를 사용하도록 한다(도 1 참조).

무선 통신 단말기는 예컨대 차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송수신기(401), 마이크로폰(602), 스피커(603), 프로세서(604), 안

테나(605), 키패드(606) 및 디스플레이(607)는 모두 차의 장비이다. 다이얼링, 응답 및 다른 동작은 차에 내장된 키패드

(606)를 사용하거나 또는 차에 내장된 마이크로폰을 사용한 음성 제어 둘 중 하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제

2 무선 통신 단말기(403d)의 키패드가 다이얼링, 응답 및 다른 동작에 사용될 수 있다. 차 내에서 우수한 핸드-프리

(hands-free)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 차의 장비를 무선 단말기(403e)에 접속하기 위해 케이블 또는 전자 기기

가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한 유리한데, 즉, 무선 단말기(403e)가 차의 장비에 물리적으로 접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

또한 유리하다.

도 8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도 9 참조)의 통신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다음의 본문에서 칭해진 기준 신호는 이전의 도면에서 발견된다.

도 8에서 방법은 시작 위치(801)에서 시작된다. 다음 단계(802)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902)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201)에 할당된다. 다음 단계(803)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이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403)로부터 분리된다. 다

음 단계(804)에서,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를 통해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의 제 1 통신 수단(304)과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403)의 제 2 통신 수단 사이에 통신이 설정된다. 다음 단계(805)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

(901)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 내에 배열된 제 1 통신 수단(304)를 거쳐 국부 무선 통신 링크(404)를 통해서 제 1

무선 통신 단말기(403) 내에 배열된 제 2 통신 수단(401)과 통신된다. 최종적으로, 이 방법은 종료 위치(806)에서 종료된

다.

도 9는 무선 통신 단말기(403),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 및 GSM 네트워크인 무선 통신 시스템(101)의 기지국

(BTS1)(도 1 참조) 사이의 시그널링 통신을 도시한다. 기지국(BTS1), 무선 통신 단말기(403)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303a)은 도 6a에서 블럭 방식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 1 단계(903)와 제 2 단계(904)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과 무선 단말기(403)는 국부 무선 링크(404)를 통해

서 서로 통신을 개시한다(도 4 참조). 가입자 아이덴티티(902)와 같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901)가 단계

(903과 904) 동안 통신된다. 또한, 단계(903과 904) 동안 무선 통신 단말기(403)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기 위한

인증을 받는다. 또한, 무선 통신 단말기(403)는 기지국(BTS1)으로부터의 입력 호출에 대한 디폴트(default) 단말기로서

지정되는데, 즉, 기지국(BTS1)으로부터의 입력 호출은 단계(903과 904) 동안에 무선 통신 단말기(403)로 라우팅될 것이

다. 도 9에서와 같은 GSM 네트워크에서의 시그널링 통신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902)는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

(IMSI)이다. 다음 단계(905)에서, 국부 무선 링크(404c)를 통해(도 6a 참조)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과 무선 단말

기(403) 사이에 통신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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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906)에서, 기지국(BTS1)으로부터 무선 통신 단말기(403)로 호출이 행해진다. 다음 단계(907)에서, 무선 통신

단말기(403)는 기지국(BTS1)으로부터의 호출에 응답한다. 최종적으로, 다음 단계(908)에서, 기지국(BTS1)과 무선 통신

단말기(403) 사이에 호출 시그널링 통신이 설정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303a)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도 3 참조)이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 가입자 아이덴티티(902),

일시적인 네트워크 데이터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입자 아이덴티티(902)는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해 입력되며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위치 정보와 같은 일시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의해

전송된 정보를 가진 무선 단말기(403)에 의해 갱신된다. 단축 다이얼링 번호와 같은 서비스 관련 데이터는 접속 조건이 만

족될 때 사용자에 의해 핸들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단말기가 위치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략도.

도 2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을 블럭 방식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블럭 방식으로 나타내

는 도면.

도 4는 무선 통신 단말기와 가입자 아이덴티티 단말기를 갖는 본 발명 장치의 실시예를 블럭 방식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하는 하나의 무선 스테이션을 갖는 두 개의 본 발명 장

치를 블럭 방식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6a는 두 개의 무선 통신 단말기 및 하나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갖는 두 개의 본 발명 장치와 기지국을 블럭 방식

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6b는 기지국과 두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 및 두 무선 통신 단말기와 하나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사이의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을 포함한 무선 스테이션을 가지는 본 발명 장치의 실시예를 블럭 방

식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관련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

도.

도 9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가입자 아이덴티티 유닛 및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의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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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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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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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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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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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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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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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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