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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과 연관된 에러 이벤트들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과 연관된 에러 이벤트들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로서, 일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
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반복된 요청들은, 과도한 양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전달을 통한 네트워크 자원
들의 의도하지 않은(또는 심지어 의도적인) 과소비 또는 낭비를 방지하도록 의도되는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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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실행으로 응답된다.

이들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은 사용자에게 비용을 두는 레이트-제한 알고리즘

들 및/또는 방법론들을 포함한다.

전술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가 또한

개시되며,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프로비저닝 서버(SPS)와 같은 특수화된 사용자 장비 및/또는 네트워크측 장비
를 포함한다.
(52) CPC특허분류
H04W 12/12 (2013.01)
H04W 48/06 (2013.01)
H04W 52/0212 (2013.01)
H04W 8/20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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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장비(UE)에 의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1 시간에 제1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lectronic subscriber identity
module, eSIM)에 대한 제1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요청에 응답하여 제2 요청을 eSIM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제2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1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 ;
상기 제1 eSIM을 상기 eSIM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2 시간에 제2 eSIM에 대한 제3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제3 요청을 무시하는 단계;
및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제4 요청을 상기 eSIM 서버
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제4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2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UE가 타이머가 실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더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UE가 프로비저닝 자원 시간 윈도우 동안에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을 처리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3 시간에 제3 eSIM에 대한 제5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제3 시간은 상기
제1 시간 이후, 상기 제2 시간 이전임 - ; 및
제6 요청을 상기 eSIM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제6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3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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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eSIM 요청들의 레이트(rate)가 eSIM 요청들의 임계 레이트를 초과한 후 추가적
인 eSIM 요청들의 완전한 거절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이 상기 eSIM 서버로 전송된 후 추가적인 eSIM 요청들
의 완전한 거절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관된 캐리어(carrier)에 관련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은 1개인, 방법.
청구항 10
사용자 장비(UE)에 의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1 시간에 제1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lectronic subscriber identity
module, eSIM)에 대한 제1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요청에 응답하여 제2 요청을 eSIM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제2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1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 ;
상기 제1 eSIM을 상기 eSIM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2 시간에 제2 eSIM에 대한 제3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 -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UE로 하
여금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관된 캐리어에 따라 고정된 개수의 eSIM 요청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기초
함 - ;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제3 요청을 무시하는 단계;
및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제4 요청을 상기 eSIM 서버
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제4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2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된 개수의 eSIM 요청들은 1개인, 방법.
청구항 12
사용자 장비(UE)로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모리; 및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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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는 명령어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상기 UE로
하여금,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1 시간에 제1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lectronic subscriber
identity module, eSIM)에 대한 제1 요청을 수신하고,
ii) 상기 제1 요청에 응답하여 제2 요청을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SIM 서버로 전송하고 - 상기
제2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1 eSIM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 ,
iii) 상기 제1 eSIM을 상기 eSIM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고,
iv)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2 시간에 제2 eSIM에 대한 제3 요청을 수신하고,
v)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획득하고,
vi)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제3 요청을 무시하고,
vii) 상기 평가 결과가 프로비저닝 피드백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제4 요청을 상기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기 eSIM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 상기 제4 요청의 목적은 상기 제2 eSIM을 획득
하기 위한 것임 포함하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UE가 타이머가 실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UE가 프로비저닝 자원 시간 윈도우 동안에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을 처리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3 시간에 제3 eSIM에 대한 제5 요청을 수신하는 것 - 상기 제3 시간은 상기 제
1 시간 이후, 상기 제2 시간 이전임 - 을 더 포함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인, 사용자 장비.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eSIM 요청들의 레이트가 eSIM 요청들의 임계 레이트를 초과한 후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의 완전한 거절을 나타내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피드백 기준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이 수신된 후 추가적인
eSIM 요청들의 완전한 거절을 나타내는, 사용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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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관된 캐리어에 관련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개수의 eSIM 요청들은 1개인, 사용자 장비.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우선권

[0002]

본 출원은, 2012년 2월 10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과 연관된 에러 이벤트들을 정
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S AND APPARATUS FOR CORRECTING ERROR EVENTS ASSOCIATED WITH IDENTITY
PROVISIONING)인 미국 가특허 출원 제61/597,359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2013년 2월 8일자로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과 연관된 에러 이벤트들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미국 특허 출원 제13/762,897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전술된 것 각각은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다.

[0003]

관련 출원

[0004]

본 출원은, 2013년 2월 7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네트워크 보조형 사기 검출 장치 및 방법(NETWORK
ASSISTED FRAUD DETECTION APPARATUS AND METHODS)"인 공유된 공계류 중인 미국 가특허 출원 제13/762,074호,
및 2011년 5월 17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보조형 로밍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S AND APPARATUS FOR ACCESS CONTROL CLIENT ASSISTED ROAMING)"인 공유된 공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13/109,851호, 2011년 4월 4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다수의 액세스 제어 엔티티들을 위한 관리 시스
템(MANAGEMENT SYSTEMS FOR MULTIPLE ACCESS CONTROL ENTITIES)"인 제13/079,614호, 2011년 5월 19일자로 출원
되고 발명의 명칭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식별 컴포넌트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S AND
APPARATUS FOR DELIVERING ELECTRONIC IDENTIFICATION COMPONENTS OVER A WIRELESS NETWORK)"인 제13/111,801
호, 2011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저장 및 실행을 위한 방법 및 장
치(METHODS AND APPARATUS FOR STORAGE AND EXECUTION OF ACCESS CONTROL CLIENTS)인 제13/080,521호, 2011년
4월 1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데이터 프로비저닝 장치 및 방법(ACCESS DATA PROVISIONING
APPARATUS AND METHODS)"인 제13/078,811호, 2011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물리적 보안 디바이
스 및 방법의 복제품(SIMULACRUM OF PHYSICAL SECURITY DEVICE AND METHODS)"인 제13/080,533호, 2011년 11월
2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오작동 디바이스로부터의 액세스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S
AND APPARATUS FOR ACCESS DATA RECOVERY FROM A MALFUNCTIONING DEVICE)"인 제13/287,874호, 2011년 11월 11
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다수의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들에 걸친 디바이스 이력의 기록을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RECORDATION OF DEVICE HISTORY ACROSS MULTIPLE SOFTWARE EMULATIONS)"인
제13/294,631호, 및 2010년 11월 22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무선 네트워크 인증 장치 및 방법(WIRELESS
NETWORK AUTHENTICATION APPARATUS AND METHODS)"인 제12/952,082호, 2010년 11월 22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무선 네트워크에서 가입자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PROVISIONING SUBSCRIBER IDENTITY DATA IN A WIRELESS NETWORK)"인 제12/952,089호, 2011년 7월
14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가상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분배 시스템(VIRTU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DISTRIBUTION SYSTEM)"인 제13/183,023호, 2011년 4월 2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클라이
언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STORING ELECTRONIC CLIENTS)"인 제
13/093,722호, 2011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액세스 클라이언트들의 분배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CONTROLLING DISTRIBUTION OF ELECTRONIC ACCESS CLIENTS)"인 제
13/080,558호, 및 2011년 4월 27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이 명칭이 "전자 액세스 클라이언트들을 분배 및 저장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DISTRIBUTING AND STORING ELECTRONIC ACCESS CLIENTS)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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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5,716호에 관한 것이며, 전술된 것 각각은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다.
[0005]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디바이스들이 셀룰러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시스템들과 같은 무선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실시예들은 그 중에서도 셀룰러 네트워크들 상에서 에러 이벤트들의

검출 및 정정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6]

액세스 제어는 대부분의 종래 기술의 무선 통신 시스템들에서의 보안 통신을 위해 요구된다.

예로서, 하나의

간단한 액세스 제어 방식은 (i) 통신 당사자의 아이덴티티를 검증하는 것, 및 (ii) 상기 검증된 아이덴티티에
상응하는

액세스의

레벨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셀룰러 시스템의 상황 내에서, 액세스 제어는 전형적으로 물리적 카드 폼 팩터의
범용 집적 회로 카드(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UICC) 내에서 구체화되는 범용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로 지칭되는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배된다.
작 동안에, UICC 내에 포함된 USIM은 셀룰러 네트워크의 가입자를 인증한다.

동

성공적인 인증 후, 가입자는 셀룰

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게 된다.
[0007]

각각의 USIM 카드는 단일 사용자 계정과 연관되며, 여기서 사용자 계정 데이터는 SIM 카드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다.

사용자 계정 데이터는 또한 셀룰러 시스템의 네트워크측에 저장된다.

가끔, UICC 상에 저장된 사용자 계

정 데이터가 캐리어의 백엔드 과금 또는 다른 정보 저장 시스템 상에 저장된 사용자 계정 데이터와 매칭되지 않
는 경우에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경우에서, 사용자의 이동 디바이스 상에 위치된 SIM 카드는 자신을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해 인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에러들은 다수의 이유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전형

적으로 사용자의 초기 가입 또는 계정을 설정할 때와 같이,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한 데이터 엔트리 에러(소위
"펌블 핑거스(fumble fingers)" 에러)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0008]

예를 들어, 입증되지 않은 데이터는, 매장 에이전트(point-of-sale agent)들이 가끔 신규 가입자를 초기화하는
동안에 가입자 데이터(예컨대, 가입자 정보, 카드 정보, 과금 정보 등)를 잘못 입력함을 암시한다.

이들 유형

들의 실수들은 무수한 상이한 방식들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가장 편리한 해결책은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자로
부터 교체 USIM을 사용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0009]

보다 최근에, 종래 기술의 물리적 UICC는, 이하에서 전자 범용 집적 회로 카드(Electronic 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eUICC)로 지칭되는 가상 또는 전자 엔티티로서 에뮬레이션된 액세스 클라이언트로 교
체되었다.

eUICC는 UE에서 보안 요소(예컨대, 보안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저장 디바이스) 내에 포함된다.

eUICC는, 이하에서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lectronic Subscriber Identity Module, eSIM)(들)로서 지칭
되는 하나 이상의 SIM 요소들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함한다.

각각의 eSIM은 전형적인 USIM의 동일한 데이터를 포

eUICC는 eSIM ICC-ID에 기초하여 eSIM을 선택한다.

일단 eUICC가 원하는 eSIM을 선택한다면, 사용자

디바이스(예컨대, UE)는 eSIM의 대응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0010]

eSIM들의 사용은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고유의 문제점을 제공한다.

과거에, 물리적 SIM 카드들의 사용은 사용

자들 및 네트워크 운영자들 둘 모두에 몇몇 레벨의 유형(tangible) 피드백을 제공하였다(에이전트는 물리적 SIM
카드의 제한된 재고를 인식할 수 있음).

에러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USIM이 요구되었을

때, 새로운 물리적 SIM 카드가 프로비저닝되어야 했다.

고객에게의 새로운 물리적 SIM 카드의 그러한 프로비저

닝은 제한된 판매 재고로부터 카드를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가입자들을 부가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의 에이전트
들이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에이전트들이 수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SIM을 사용자에게 보내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등).
[0011]

eSIM은 더 이상 물리적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프로비저닝될 때 네트워크 운영자 자원들을
차지한다.

불행하게도, 가상화된 eSIM은,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적 SIM 카드가 제공할 유형 피드백을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제공자의 고용인에게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들이 의도하지 않게(또는 의도적으

로) 낭비되지 않도록 전자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가 요구
된다.

이상적으로, 그러한 해결책들은 사용자에게 알기 쉽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거슬림으로써, 전자

아이덴티티 프로비저닝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최대화할 것이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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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본 발명은, 그 중에서도, 예컨대 eSIM들과 같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전달 동안에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
커니즘들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된 장치 및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술된 필요성들을 만족시킨다.

[0013]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은 액세

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수신된 요청에 응답하여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며, 액
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가적인 요청을 수신하고, 부가적인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
즘을 실행함으로써 실행된다.
[0014]

프로비저닝을 제한하는 방법이 또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비저닝 제한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것, 수신된 요청에 응답하여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것, 액세스 제어 클라이
언트에 대한 부가적인 요청을 수신하는 것, 및 부가적인 요청에 응답하여 추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프
로비전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0015]

프로비저닝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이 추가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은 액세스 제어 클

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수신된 요청에 응답하여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며,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가적인 요청을 수신하고, 부가적인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비저닝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제
공된다.
[0016]

전술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부가적으로 개시된다.

[0017]

전술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방법들 및 패러다임들이 부가적으로 개시된
다.

[0018]

이동 디바이스에 액세스 제어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이 추가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제1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SIM)에 대한 제1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eSIM들에 대한 요청들의 양이 임계치를 초과
할 경우에 제2 eSIM에 대한 제2 요청을 전송하는 능력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단계; 및 일정 시간량이 경과한
후에, 제2 eSIM에 대한 제2 요청을 전송하는 능력을 인에이블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9]

장치가 또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무선 인터페이스; 무선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통신하는 프로

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비일시적 저장 매체를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장치를 포함
하고,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장치로 하여금, 이동 디바이스로부터 하나 이상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수의 요청들을 수신하게 하고, 제1 기간에 걸쳐 복수의 요청들의 제1 빈도를 결정
하게 하며, 결정된 빈도가 요청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에 수신된 복수의 요청들 중 적어도 일부분을 처리하는 능
력을 제한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0020]

액세스 클라이언트 프로비전 서버가 추가로 개시된다.
갖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서버는 모뎀, 프로세서, 및 저장 매체를

저장 매체는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될 때, 다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획득 - 다
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 각각은 상이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인에이블시켜 다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획득함 - 하라는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고, 다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들 중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반환하라는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며,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를 반환하여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가 상이한 사용자에 의해 획득되게 하도록 구성된다.

일 변형에서, 컴

퓨터 프로그램은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의 반환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신뢰하도록 추가로 구성될
수 있다.
[0021]

디바이스가

또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통신하는 컴퓨터화된 로직을 포함하고, 로직은,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통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요청하고,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수신하고,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를 검증하고, 적어도 하나의 다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요청하고, 적어도 하나의 다른 액세스 제어 클라이
언트의 요청들의 양을 제한하도록 적어도 구성된다.
[0022]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서버가 또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서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

세서, 및 저장 매체를 갖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저장 매체는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될 때, 이동 디바이스를 위한 제
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이 인증된 엔티티로부터 수신됨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
을 검증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이동 디바이스를 위한 제2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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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제2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신된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
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0023]

프로비저닝

서버가

추가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서버는

요청

디바이스들과

통신하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통신하는 컴퓨터화된 로직을 포함하고, 로직은,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에 대한 제1 요청을 수신하고, 제1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부가적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의 시
간 윈도우를 제공하고, 부가적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2 요청을 수신하고, 제2 요청이 시간 윈도우
내에 있었을 경우에 부가적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제2 요청이 시간 윈도우 밖에 있었을 경우에
부가적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거절하도록 적어도 구성된다.
[0024]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이 이하에 제공된 바와 같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
들을 참조하여 당업자들에 의해 즉각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
도 1은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을 사용하여 종래 기술의 인증 및 키 협정(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AKA) 절차를 예시한 논리 래더 다이어그램(logical ladder diagram).
<도 2>
도 2는 실시예에 따른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
논리 흐름도.
<도 3>
도 3은 실시예에 따른 프로비저닝 피드백을 구현하도록 구성된 사용자 디바이스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
도 4는 실시예에 따른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프로비저닝 서버(SPS) 장치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블록
도.
모든 도면들의 저작권ⓒ 2012-2013은 애플 인크.(Apple Inc.)에 있으며, 모든 도면들에 대한 복제를 불허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이제 유사한 도면 부호들이 전체에 걸쳐 유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을 참조한다.

[0027]

개요

[0028]

핵심적인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eSIM과 같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의 프로비저닝 동
안에 프로비저닝 제한 또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반복된 요청

들은 과도한 양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전달을 통해 네트워크 자원들의 의도치 않은(또는 심지어 의도적
인) 과소비를 방지하도록 의도되는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실행으로 응답된다.

이는, 그 중에서도 사용

자가 실제로 단일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만을 획득하도록 달리 의도할 때 요청자가 많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
트들을 우연히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요청들의 개수, 및/또는 이들 요청들에 대해 이루
어진 응답들의 개수의 레이트-제한(rate-limiting)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수의 방식들로 성취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예를 들어 이루어진 각각의 불필요한 또는 반복적인 요청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비용 또는 다른
불이익(penalty)이 요청자에게 부과된다.
[0029]

다양한 실시예들과 함께 유용한 예시적인 레이트-제한 알고리즘들은 지수 백오프(exponential backoff) 알고리
즘들, 기하학적 백오프(geometric backoff) 알고리즘들, 단일 요청 패러다임들, 및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데
이터의 과소비를 방지함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다른 유형들의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0030]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레이트-제한 알고리즘들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의 서버측에서 실행된
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측에서 실행되지만, 또 다른 실시예들은 네트워크 운영자와 클

라이언트 디바이스 사이에 위치된 중재 엔티티에서 레이트-제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9-

또 다른 변형으로서, 네

등록특허 10-1717975
트워크측 및 클라이언트측 알고리즘들은 협력 또는 분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0031]

전술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가 또한 개시되며,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가입자 아
이덴티티 모듈 프로비저닝 서버(SPS)와 같은 특수화된 사용자 장비 및/또는 네트워크측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0032]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0033]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이제 상세히 설명된다.

이들 실시예들은 GSM, GPRS/EDGE, 또는 UMTS 셀룰러 네

트워크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들의 상황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본 발명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 당업자들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사실상, 다양한 실시예들은 액세스 제어 엔티티들 또는 클라이언트들에 대

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실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임의의 무선 네트워크(셀룰러든지 그 외든
지)에서 유용하다.
[0034]

용어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지만(예컨대, eSIM), 이러한 용어가 (i) 가입자 그
자체에 의한 사용(즉, 실시예들이 가입자 또는 비가입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음); (ii) 단일 개개인의 아이덴티
티(즉, 실시예들이 가족과 같은 개개인들의 그룹, 또는 기업과 같은 무형의 또는 허구의 엔티티를 대신하여 실
시될 수 있음); 또는 (iii) 임의의 유형의 "모듈" 장비 또는 하드웨어를 반드시 내포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또한 인식될 것이다.

[0035]

종래 기술의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 동작

[0036]

종래 기술의 UMTS 셀룰러 네트워크들의 예시적인 상황 내에서, 사용자 장비(UE)는 이동 디바이스 및 범용 가입
자 아이덴티티 모듈(USIM)을 포함한다.
리 소프트웨어 엔티티이다.

USIM은 물리적 범용 집적 회로 카드(UICC)로부터 저장되며 실행되는 논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획득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

와의 인증을 위해 사용된 키들 및 알고리즘들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USIM에 저장된다.
[0037]

일반적으로, UICC들은 가입자 분배 이전에 USIM으로 프로그래밍되고, 사전-프로그래밍 또는 "개인화"는 각각의
네트워크 운영자에 특정적이다.

예를 들어, 배치(deployment) 전에, USIM은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

(IMSI), 고유 집적 회로 카드 식별자(ICC-ID) 및 특정 인증 키(K)와 연관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의

인증 센터(Authentication Center, AuC) 내에 포함된 레지스트리에 연관을 저장한다.

개인화 후, UICC는 가입

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0038]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전술된 종래 기술의 USIM을 사용한 하나의 예시적인 인증 및 키 협정(AKA) 절차(100)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를 획득한다.

정상 인증 절차 동안에, UE(102)는 USIM(104)으로부터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자(IMSI)

UE는 이를 네트워크 운영자의 서빙 네트워크(Serving Network, SN)(106) 또는 방문 코어 네트워

크(visited core network)에 전달한다.

SN은 인증 요청(1)을 홈 네트워크(HN)의 AuC(108)로 전달한다.

수신된 IMSI를 AuC의 레지스트리와 비교하고 적절한 K를 획득한다.

HN은

HN은 난수(random number, RAND)를 생성하

고, 예상 응답(expected response, XRES)을 생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K로 난수에 서명한다.

HN은 다

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암호 및 무결성 보호에서의 사용을 위한 암호 키(Cipher Key, CK) 및 무결성 키
(Integrity Key, IK)뿐만 아니라 인증 토큰(Authentication Token, AUTN)을 추가로 생성한다.
XRES, CK, 및 AUTN으로 이루어진 인증 데이터 응답/벡터(2)를 SN에 전송한다.
사용을 위해서만 인증 벡터를 저장한다.
[0039]

HN은 RAND,

SN은 1회용 인증 프로세스에서의

SN은 RAND 및 AUTN을 사용자 인증 요청(3)에서 UE에 전달한다.

일단 UE(102)가 RAND 및 AUTN을 수신한다면, USIM(104)은 수신된 AUTN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그렇다면,

UE는 XRES를 생성했던 동일한 알고리즘 및 저장된 K를 사용하여 UE 자신의 응답(RES)을 계산하기 위해 수신된
RAND를 사용한다.

UE는 RES를 다시 사용자 인증 응답(5)으로 SN에 전달한다.

SN(106)은 XRES를 수신된 RES에

비교하고, 이들이 일치하는 경우에 SN은 UE에게 운영자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0040]

방법

[0041]

예시적인 구현예의 상황에서, 종래 기술에서처럼 물리적 UICC를 사용하는 대신에, UICC는 UE에서의 보안 요소
(예컨대, 보안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저장 디바이스) 내에 포함되는, 예컨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 이하
에서 전자 범용 집적 회로 카드(eUICC)로 지칭됨 - 과 같은 가상 또는 전자 엔티티로서 에뮬레이션된다.

eUICC

는, 이하에서 전자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eSIM)들로 지칭되는 다수의 USIM 요소들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각각의 eSIM은 전형적인 USIM과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

eUICC는 eSIM의 ICC-ID에 기초하여 eSIM을 선택한

일단 eUICC가 원하는 eSIM(들)을 선택한다면, UE는 eSIM의 대응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아이덴티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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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더 이상 물리적 카드 상에서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사용자 장비에 새로운 전자 아이덴티티 데이
터를 배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간소화됨으로써, 그 중에서도 보다 적은 시간 및 자원들을 소비한다.
[0042]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의 프로비저닝 동안에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일반화된 방법(200)의 일 실시예가 설명된다.

예시적인 일 구현예에서, 프로비저닝 시스템은,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앞서서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 2010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제어 클라이
언트들의 저장 및 실행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인 공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13/080,521호에 설명된 것과 같은, 해
당 "분야"에서 사용자 장비에 업데이트들 또는 새로운 eSIM들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유 디바이스
키 및 보증 증명서를 각각의 무선(예컨대, 셀룰러) 사용자 장비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용자 장비는 디

바이스 키를 이용한 보안 증명서 전송에 기초하여, 알려지지 않은 제3자 eSIM 벤더(vendor)에 의해 전달된 eSIM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
[0043]

방법(200)의 단계 210에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이 수신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동 디바이스

(예컨대, UMTS UE)의 사용자는 제3자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벤더로부터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요청한다.
수신된 요청은 다수의 동작 상황들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일 상황에서, 요청은 새롭게

구매된 스마트 폰을 처음으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인증하려는 사용자의 시도에 응답하여 이루어진다.

초기

화 요청의 하나의 그러한 예시적인 구현예가, 그 내용이 앞서서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 2010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저장 및 실행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인 전술
되어진 공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13/080,521호에 설명되어 있다.
[0044]

다른 상황에서, 요청은 사용자의 이동 디바이스가 이전에 획득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셀룰러 네
트워크에 대해 인증하는 데 실패한 것과 같은, 사용자에 의해 경험된 에러 이벤트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에러의 결과로서, 새로운 교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후속 요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후속 요청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아이콘의 선택을 통해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개시된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eSIM이 네트워크에 대해 인증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eSIM을 얻기 위해 선택 가능한 버튼을 표시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어서 표시된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eSIM을 요청할 수 있다.

대안적

으로, 인증 실패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요청은 UE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될 것이며, 따라서 UE의 사용자에게 알기
쉬운 부가적인 요청(들)을 한다.
[0045]

단계 220에서, 요청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예컨대, eSIM)가 요청자 또는 요청 엔티티에 제공된다.

본 발명

에 따른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전달을 위해 유용한 예시적인 방법 및 장치가,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전
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 2011년 5월 19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식별 컴포
넌트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공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13/111,801호에 설명되어 있다.

액세스 제

어 클라이언트는 셀룰러 네트워크 자체를 통해, 또는 대안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매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전에 구매되거나 배치된 무선 장치는 셀룰러 네트워크

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인터넷 광대역 연결, 임시로 프로비저닝된 셀룰러 채널 또는 링크, 또
는 심지어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장비 제공자의 상점에서의) WLAN 또는 프로비저닝 디바이스와의 단
거리(예컨대, NFC) 통신으로부터,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들 및/또는 운영 체제 컴포넌트들을 다운로
드할 수 있다.
[0046]

그러나, 새로운 eSIM을 요청하는 전술된 용이함은 잠재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일화로, 사용자들이 임의의 선

호도에 맞도록 랜덤화된 숫자들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드문 것은 아니다(예컨대, 일부 사용자들은 그들이
"행운" 숫자, 또는 인식 가능한 패턴 또는 쉽게 기억되는 숫자들의 시퀀스 등을 볼 때까지 eSIM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유사하게, 매장 에이전트들은 대체 eSIM의 요청이 이용 가능한 eSIM들의 개수를

실제로 고갈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유형의 카드가 없는 경우, 에이전트는 새로운 eSIM들의 생성
이 대수롭지 않은 또는 무한한 프로세스라고 잘못 가정할 수 있다).

각각의 eSIM은 그러한 계정들의 제한된 집

단의 하나(1)의 고유한 계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eSIM들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
다.
[0047]

그러나, 소정의 상황들(예를 들어, "낭비된" eSIM들과 연관된 재활용 또는 재-프로비저닝 시간이 제한되거나 예
측 가능한 경우)에서, 절대적인 방식보다는 오히려 "스로틀링(throttling)" 방식으로 실시예들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가변적인 실시예들 하에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은

프로비저닝 피드백은, 기준(예컨대, 임계 개수 또는 레이트)이 도달된 후에서의 추가 eSIM들의 프로비저닝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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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거절로부터 (예컨대, 이용 가능한 eSIM들의 풀(pool)이 줄어들게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고갈되지
않도록) 그러한 반복적인 프로비저닝이 일어날 수 있는 레이트를 단지 제한하는 것에 이르는 어떤 것에도 적용
될 수 있다.
[0048]

단계 230에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과도한" 부가적인 요청들이 수신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다면,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이 단계 240에서 실행된다.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주

목적은 과도한 양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전달을 통한 네트워크 자원들의 의도하지 않은(또는 심지어 의
도적인)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시적인 일 실시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은, 그 중에서도 사용

자가 실제로 단일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만을 획득하도록 달리 의도할 때 요청자가 많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
트들을 우연히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들의 개수, 및/또는 이들 요청들에 대해 이루어진 응답들
의 개수를 레이트-제한할 것이다.

레이트-제한 알고리즘은 다수의 방식들로 구현될 수 있지만,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요청자가 제한된 개수, 예컨대 하나의 자유로운 요청을 하게 하고(예컨대, 단계 210) 주어진 시간량 동
안 후속 시도들을 금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의 사용은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반

복된 요청들에 간격을 두기 위해 일부 실시예들에서 구현될 수 있다.

기하학적 백오프 알고리즘들과 같은 다른

기술들이 또한 배치될 수 있는데, 이때 그러한 선택의 바람직함은 본 개시 내용이 주어진다면 당업자에게 쉽게
명백해진다.

또 다른 옵션으로서, 랜덤화된 백오프가 사용될 수 있어, 하나의 요청 사용자/디바이스에 제1 백

오프 간격이, 그리고 제2 사용자/디바이스에 제2 간격이 랜덤하게 할당되게 하여서, 요청 사용자들/디바이스들
의 집단이 전체로서 원하는 통계적 또는 다른 분배 또는 기준을 따르게 한다.
[0049]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요청자는 고정된 개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요청들로 제한된다.
들어, 요청자는 캐리어당 단일 요청을 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예를

선택된 특정 피드백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

즘의 선택은 사용자 장비(UE) 디바이스의 제조자에 의해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와 같은 몇몇 다른 엔티티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0050]

또 추가의 대안으로서, 레이트 제한 알고리즘은 보충률 또는 재활용률에 구속되어, 프로비저닝을 위한 eSIM들의
이용 가능한 풀이 임계 기준(예컨대, 낮은 워터 마크)을 결코 충족시키거나 초과하게 하지 않는다.

[0051]

또 다른 대안으로서, 특정 프로비저닝 자원 "윈도우들"이 설정될 수 있어, 이용 가능한 윈도우 내에 속하지 않
는 프로비저닝 요청들이 단지 무시되게 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클라이언트에는 대체 프로비저닝을 요청하는

짧은 시간의 지속기간만이 주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단지 그렇게 많은 프로비저닝 요청들이 그러한
짧은 지속기간 동안에 성취될 수 있다.
[0052]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레이트-제한 알고리즘들은, 예시적인 일 구현예에서, 네트워크의 서버측에서 실
행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서버측에 위치된 엔티티는 전술된 레이트-제한 알고리즘들에 따라 반복된 요

청들을 무시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후속적으로 논의되는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

을 실행하는 엔티티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 2011년 4월 1일자로 출원
되고 발명의 명칭이 "액세스 데이터 프로비저닝 장치 및 방법"인 공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13/078,811호에 설명
되는 것과 같은 SIM(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 프로비저닝 서버(SPS)일 것이다.

네트워크의 서버측에서 프로비

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서버측이 짐작컨대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포함한 바람
직한 보안 이점들을 갖는다.

더욱이, SPS가 eSIM들의 전달을 제공함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다 더 넓은 스케

일(예컨대, 네트워크-와이드 또는 영역-와이드)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의 실행을 위한 편리한 아키텍처
위치를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집단은 다소 더 간단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비저닝 제한

/피드백 메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한 로직(예컨대, 알고리즘들)을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0053]

대안적인 구현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측에서 구현된다.

그러한 구현예에

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예컨대 디바이스에 의해 이루어진 프로비저닝 요청들을 레이트-제한함으로써 디바
이스가 반복된 요청들을 하는 것을 금할 것이다.

클라이언트측 구현예들은, 그렇지 않다면 네트워크 상에서 이

동할 트래픽의 양을 본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측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SPS의 추가 요청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레이트 제한되는 경우, 이들 요청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이 또한 레이트 제한된다.

이는 또한, 반복된 무선 주파수 전송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이동) 디

바이스 상에서의 배터리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0054]

또 다른 대안적인 구현예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이 네트워크 운영자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사이에
위치된 중재 엔티티에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획득 및 구매를 관리하기 위해 사

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을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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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55]

또 다른 대안예로서, 프로비저닝 제한/피드백 메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네트워크측,
클라이언트측, 및/또는 중재 엔티티들 사이에서 분배되거나 공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그러한 구현예

에서, 소정의 이동 디바이스의 프로비저닝 요청 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추가 프로세싱(예를 들어, 다른 이동 디
바이스들로부터의 데이터와의 종합을 포함함)을 위해 조합되어 네트워크측 엔티티(또는 중재 엔티티)에 전송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예컨대, 악용하는 또는 은밀한) 프로비저닝 요청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네트워크

또는 중재 엔티티는 하나 이상의 개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의 프로비저닝 요청들로부터 디바이스를 "블랙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0056]

본 명세서에서 이전에 논의된 레이트 제한 피드백 방식들에 대한 대안예로서, 프로비저닝 제한/피드백 메커니즘
의 다른 실시예는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자에 비용 또는 다른 불이익을 둔다.
익은 전술된 레이트 제한 방식들과 독립적으로 또는 그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또는 불이

예시적인 일 구현예로서, 요

청자는 요청자가 한번이라도 실제로 다운로드된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덴
티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고정 요금(예컨대, eSIM당 $0.25)이 부과된다.

대안적으로, 요금 또는 불이

익은 비선형적일 수 있다(예컨대, 보다 긴 지속기간에 걸쳐 반복된 요청들을 느리게 하는 사용자가 보다 짧은
지속기간 내에 동일한 개수의 요청들을 하는 사용자보다 각각의 추가 요청에 대해 덜 부과되는 경우와 같은, 요
청들이 이루어지는 레이트, 및/또는 이루어진 요청들의 개수의 함수로서 몇몇 다른 관계에 따라 또는 지수적으
로 증가한다).
[0057]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들 "비용" 및 "불이익"은, 예를 들어 이전에 제공된 인센티브 또는 서비
스/특권의 감소, 사용 또는 기능에 대한 제한(예컨대, 데이터 스로틀링 또는 GB 제한들의 시행, 감소된 기간 동
안만의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 또는 특징들에 대한 큐 또는 대기 리스트 상에서의 위치 등을 포함한, 금
전적 또는 비금전적 둘 모두의 형태들의 고려사항들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요컨대, 본 발명은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가 프로비저닝을 위한 반복된(짐작컨대 불필요한) 요

청들을 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일부 사항에서는 덜 "사정이 좋을" 것인 경우를 고려한다.
[0058]

이를 위해, 사용자는 또한 반복된 요청들에 대해 누적되고 있는 요금들을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
에서의 팝업 또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지받을 수 있다.

하나의 그러한 변형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는 사용자에게 경고들을 제공하거나 요청이 실제로 전송될 수 있기 전에 요청과 연관된 비용들의 긍정적인 확인
응답(acknowledgement)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i) 사용자에게 요금이

누적될 것임을 알리며 (ii) 사용자가 별개의 후속 단계에서 요청을 확인하게 하는 다단계 프로세스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불만스러워 키들을 반복적으로 "기총 소사(machine-gunning)"하는 것을 완화시키도록, 요청들이 물리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레이트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게 할 수 있다.
[0059]

그러나, 프로비저닝 요청에 대한 이유 또는 프로비저닝 요청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또한 전술된
제한/피드백/비용 메커니즘들을 구현할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로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안적인 일 구현예에서, 반복된 프로비저닝 요청들에 대한 이유가 유효하다고 결정되면

(예컨대, 사용자 장비에서의 결함이 프로비저닝된 eSIM들이 사용되는 것을 못하게 하였거나, 제공된 eSIM들이
어떻게든 결함이 있었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개재된 네트워크가 활성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었음), 비용/불
이익의 입금 또는 없음이 그 사용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0060]

부가적으로,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또한 주어진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가 재활용되어 재사용을 위해 액세
스 제어 클라이언트 풀로 다시 위치될 수 있도록 환불 또는 다른 지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사용된 액세
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반환하도록 장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가 획득되는 속도에

실망한 사용자는 우연히(또는 의도적으로) 다수의 요청들을 할 수 있고, 다수의 요청들은 이들 요청들 각각에
대한 결과적인 요금들과 함께 많은 획득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초래한다.

자신의 에러를 인식한 사용

자는 후속적으로 이들 미사용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반환하고 전체 또는 부분 환불을 회수할 수 있다.
[0061]

도 2의 일반화된 방법론의 특정 구현 예들이 이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0062]

예 #1

[0063]

사용자는 eSIM 프로비저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이동 디바이스를 구매한다.
스를 활성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인증 메커니즘(예컨대, 도 1)은 실패한다.

네트워크에 대해 새로운 이동 디바이
사용자의 이동 디바이스 상에서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인증 문제를 잘못된 eSIM인 것으로 인식하며, 잘못된 eSIM을 대체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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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을 획득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사용자는 새로운 eSIM을 획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

며, 이에 응답하여 요청이 SPS에 전송되어 그 요청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0064]

이 예에서, (이제 이동 디바이스가 처음에 네트워크에 인증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커지는) 사용자는
전자 아이덴티티 데이터에 대한 요청들을 반복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예

컨대, 터치 스크린 등)를 통해 전자 아이덴티티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개시할 수 있다.

전자 아이덴티티 데이

터에 대한 요청이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면, 요청자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키보드 상의 "엔터"를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또는 사용자의 터치 스크린 상에서 '새로운 eSIM을 얻기'를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계속해서 추가
의 요청들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이동 디바이스가 의도된 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고, 즉 새로운 아이

덴티티 데이터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다고 여길 수 있으며, 이동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대해 보
다 빠르게 인증하게 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요청들을 한다.
[0065]

새로운 eSIM에 대한 초기 요청의 수신 시, SPS는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부가적인 eSIM들을 요청 및 수신하
는 것을 방지하는 타이머를 시작할 것이다.
SPS에 의해 무시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반복된 요청들은 초기 요청의 수신 후에

일단 타이머가 만료되면, 예를 들어 수신된 후속 eSIM이 또한 위에서 도 1에 대하여 설

명된 AKA 절차의 실행 동안에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원한다면 부가적인 eSIM들을 다시 요청 및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디바이스가 새로운 eSIM을 수신하는 프로세스 중에 있다고 나타내는 메시지를 사용자의

이동 디바이스 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사용자가 부가적인 요청
들을 할 필요가 없음을 사용자가 알게 하기 위해 진행 지시기를 표시할 것이다.
[0066]

예 #2

[0067]

사용자는 eSIM 프로비저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이동 디바이스를 구매한다.

관리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본 출

원의 출원인에 의해 제공된 예시적인 아이튠즈(iTunes)™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자들 중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연관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다수의 상이한 음성 및 데이터 계획들을 제공
한다는 것을 학습할 때, 사용자는 이들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 중 다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획득
하기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거주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유럽 및 아시아로 빈

번한 여행들을 하는 사용자는, 이들 상이한 국가들을 위한 각자의 eSIM들을 획득하길 원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술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 eSIM들을 획득하기 위한 주어진 요금 - 이 요금은 캐리어 및/또는 계획
에 의해 변할 수 있음 - 을 부과받을 것이다.

나중에, 사용자의 여행 습관들이 변하여(예컨대, 새로운 지위의

획득, 회사들의 변경 등), 이전에 획득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이 더 이상 그 특정 사용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게 한다.

사용자는 이어서 이전에 획득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반환할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예를 들

어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의 각자의 관리 애플리케이션 계정으로 로그인(logging into)하고 반환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대한 크레딧들을 판매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사용자
에 의해 재활용되고 재사용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크레딧들을 수령할 것을 선택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액

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획득하기 위해 이들 크레딧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대안적으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된 다른 상품들 및 서비스들(예를 들어, 음악 및/또는 비디오 콘텐트)을 구매하기 위해 이들 크레딧들
을 사용할 수 있다.
[0068]

예시적인 이동 장치

[0069]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들을 구현하기에 유용한 예시적인 장치(300)가 도시되어 있다.

[0070]

도 3의 예시적인 UE 장치는 하나 이상의 기판들 상에 장착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복수의 프로세싱 컴포넌트들과 같은 프로세서 서브시스템(302)을
갖는 무선 디바이스(300)이다.

상기 프로세싱 서브시스템은 또한 내부 캐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

싱 서브시스템은, 예를 들어 SRAM, 플래시 및 SDRAM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를 포함한 메모리 서브
시스템(304)에 연결된다.

메모리 서브시스템은,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 액세스들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DMA 유형 하드웨어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메모리 서브시스템은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에 의

해 실행 가능한 컴퓨터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0071]

예시적인 일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들에 연결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6)들을 포함한다.

다수의 무선 인터페이스들은 적절한 안테나 및 모뎀 서브시스템들을

구현함으로써 GSM, CDMA, UMTS, LTE/LTE-A, WiMAX, WLAN, 블루투스 등과 같은 상이한 무선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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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308)은, 키패드, 터치 스크린(예컨대, 다중-터치 인터페이스),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스피커, 및/또는 마이크를 포함한, 다수의 잘-알려진 I/O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
용들에서, 이들 컴포넌트들 중 하나 이상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

그러나, 소정의 응

예를 들어, PCMCIA 카드-형 클라

이언트 실시예들(예를 들어, "커넥트 카드")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 형 무선 액세스 디바이스들은, 이들이
물리적으로 그리고/또는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호스트 디바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피기백(piggyback)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할 수 있다.
[0073]

예시된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eUICC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이를 동작시키는 보안 요소(310)를 포함한다.
eUICC는 복수의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저장하고 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
트들은 각자의 네트워크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구성된다.
으면 메모리 서브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보안 요소는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의 요청이 있

보안 요소는 또한 보안 기술들에서 잘 알려진 유형의 소위

"보안 마이크로프로세서"(SM)를 포함할 수 있다.
[0074]

더욱이, eUICC의 다양한 실현들은 이동 디바이스와 포털 사이에서의 보안 연결을 설정하도록 구성된 액세스 모
듈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eUICC는 기존의 eSIM의 이점 없이 그리고 사용자 장비가 배치된 후에도 포

털로의 보안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일 변형에서, 디바이스는 임의의 단일 eSIM(및 eSIM을 발행하는 MNO)과

연관된 대칭 키와는 별개인 개별 비대칭 보증 키 쌍을 갖는다.
[0075]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이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측상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현되는 실시예
들에서, 프로비저닝 피드백 모듈(312)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가 UE 장치의 프로
토콜 스택에서 실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전술된 전자(eSIM) 프로비저닝 능력들을 갖는

임의의 다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서 동작할 수 있다.
[0076]

액세스 제어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프로비저닝 피드백 메커니즘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된 방법들 및 장치가 셀
룰러 네트워크의 상황 내에서 예시되지만, 다른 액세스 제어 방식들 및 네트워크 유형들이 유사하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변형들에서, 전자 식별 컴포넌트들은 근거리 통

신망 또는 개인 영역 통신망에 걸쳐 분배될 수 있다.
[0077]

SIM 프로비저닝 서버(SPS)

[0078]

도 4는 SPS(400)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SPS는 독립형 엔티티를 포함할 수 있거나, 신뢰 서비스 관

리기(Trusted Service Manager, TSM) 또는 다른 시스템 내에 배치될 수 있거나, 또 다른 구성들을 취할 수
있다.

TSM들의 공통적인 예들은 제3자 SIM 벤더들, SIM 재판매자들 등을 포함한다.

TSM은 하나 이상의 이동

네트워크 운영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들과의 사전-설정된 신뢰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MNO들에 대

한 액세스는 독립형 SPS 및/또는 TSM들(및 연관된 SPS)의 조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립형

SPS는 소정의 네트워크들 상에서 UE들에 서비스들 및 eSIM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반면, TSM은 TSM
과 연관된 다른 네트워크들 상에서 UE들에 서비스들 및 eSIM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양한 다른 방식들

이 본 개시 내용이 제공될 때 또한 당업자들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0079]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SPS(400)는 일반적으로 통신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02), 프로세서 서브시스템(404), 저장 장치(408), 및 다양한 백 엔드 인터페이스들을 포함한다.

MNO 인터페

이스(410)가 예시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생략되거나, 교체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해된다.

다른 인터페이스들이 또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된 것은 단지 예시적이다.

MNO 인터페이스는 SPS가

하나 이상의 MNO들과 통신할 수 있게 한다.
[0080]

예시된 실시예에서, SPS(400)는 그의 프로세서 서브시스템(404)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40
6)을 포함한다.

SPS 상에서 실행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예시되었지만, 전술된 프로비저닝 기능은 서로

와 데이터 통신하는 복수의 엔티티들 상에서 실행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406)은 이동 디바이스들, 다른 신뢰된 디바이스들, 클라이언트 서버들 등으로부터의
통신들, 예를 들어 이들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eSIM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통신을 수신한다.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406)은 또한 상기 요청들이 승인된 엔티티들로부터 수신됨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요청들을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어떤 보안 염려들도 없다.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406)은 이용 가능한 eSIM들의 데이터베이

스를 저장하도록 추가로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eSIM에 연관된 각각의 MNO 및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적인 정보가 또한 유지될 수 있다.

(406)은 eSIM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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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대안적으로, 이들은 다른 곳에서 생성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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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지 SPS에서 수신 및 저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406)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406) 자체는, 예컨대 SPS와 연관된 저장 엔티티(408)에 저장될 수 있다.
[0081]

피드백 프로비저닝 메커니즘들이 네트워크의 서버측에서 구현되는 구현예들에서, 예시적인 SPS는 또한 본 명세
서에서 이전에 논의된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비저닝 피드백 모듈(412)을 포함할 것이다.

프로비저닝 피드백 모

듈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프로세서 서브시스템 상에서 실행될 것이며, 위에서 이전에 논의된 프로비저닝 애
플리케이션과 통신할 것이다.
[0082]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들의 SPS 유형 아키텍처들이 2011년 4월 2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클라이언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STORING ELECTRONIC
CLIENTS)"인 미국 특허 출원 제13/093,722호, 2011년 4월 5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액세스 클라이
언트들의 분배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CONTROLLING DISTRIBUTION OF
ELECTRONIC ACCESS CLIENTS)"인 제13/080,558호, 및 2011년 4월 27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액세
스 클라이언트들을 분배 및 저장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DISTRIBUTING AND STORING
ELECTRONIC ACCESS CLIENTS)"인 제13/095,716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참고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정의 eSIM 분배 네트워크 기반시설들은 eSIM

특유성 및 보존을 시행하고, "병목 현상"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키며, 적정한 재난 복
구 능력들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일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eSIM 특유성 및 보존을 보장하는

하나 이상의 전자 범용 집적 회로 카드(eUICC) 어플라이언스들을 포함하며, eUICC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액세
스는 네트워크 부하가 분산됨을 보장하는 다수의 eSIM 데포(depot)들을 통한다.
[0083]

소정의 실시예들이 방법의 단계들의 특정 시퀀스에 대하여 기술되지만, 이들 설명들은 보다 광범위한 방법들을
단지 예시하며, 특정 응용에 의해 요구된 바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소정의 상황 하에서 불필요하거나 선택적이게 될 수 있다.

소정의 단계들이

또한, 소정의 단계 또는 기능은 개시된 실시예들,

또는 재배치된 둘 이상의 단계들의 성능의 순서에 부가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변형들은 본 명세서에 개시되

고 청구되는 바와 같은 발명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0084]

상기 상세한 설명이 다양한 실시예들에 적용되는 바와 같은 신규한 특징들을 도시하고 기술하며 지적하였지만,
도시된 디바이스 또는 프로세스의 형태 및 상세사항들에서의 다양한 생략, 대체, 및 변화가 본 발명의 원리들로
부터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들을 실행하는 현재 고려된 최상의 모드이다.

전술된 설명은 본 발명의 원리

이러한 설명은 결코 제한적인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를 예시하는 것으로서 취해져야 한다.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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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주는 특허청구범위를 참조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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