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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은 상이한 타입의 액세스 기술을 채택한 장치에 따른 무선 인프라 스트럭쳐로의 자동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동 액세스(ASAA)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정책
을 저장하기 위해, 연합된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를 갖는 서버와, 서버에 결합되어 상기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복수의 서브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복수의 서브네트워크는 둘 이상의 상이한 타입의 액세스 기술을 채택한다.
복수의 무선 송/수신 유닛(WTRU)는 서브네트워크중 하나 이상에 무선으로 연결된다. 서버는 무선 커플링을 모니
터하여, 하나 이상의 정책을 기반으로, WTRU을 서브네트워크 중 하나 이상의 상이한 타입의 서브네트워크사이에
서 스위칭한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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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송수신 유닛(WTRU; wireless transmit receive unit)에서 구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액세스 기술 유형의 제1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하여 이
동성(mobility) 정보 서버와 통신하고;
상기 이동성 정보 서버로부터 이동성 관련 정보 - 상기 정보는 IP를 이용하는 상기 이동성 정보 서버와의 통신
이 확립될 수 있는 둘 이상의 기술 유형의 액세스 네트워크의 리스트를 포함함 - 를 수신하고;
상기 이동성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액세스 기술 유형의 제1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제2 액세스 기술
유형의 제2 액세스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상기 제2 액세스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액세스 기술 유형 - 상기 제2 액세스 기술 유형은 상
기 제1 액세스 기술 유형과는 상이한 것임 - 의 제2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IP를 이용하는 상기 이동성 정보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의 리스트로부터 상기 제2 기술 유형의 제2 액세스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성 관련 정보는 상기 WTRU의 할당된 아이덴티티(identity)에 따른 정책 정보를 더 포
함하는 것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공중 데이터망(PDN; public data network)을 통하여 통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서
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등록 절차를 통하여 상기 이동성 정보 서버로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성 관련 정보는 위치 정보에 기초하는 것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성 관련 정보는 액세스 네트워크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는 것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성 관련 정보는 네트워크 능력(capability) 정보에 기초하는 것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푸시 서비스(push service)를 통하여 이동성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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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액세스 네트워크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PAN(wireless private
area network), UTRAN(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of a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CDMA 2000 네트워크, SOHO(small office/home office) 네트워크, 블루투스 네트워크, IEEE 802.11
네트워크, IEEE 802.15 네트워크 및 지그비(ZigBee)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무선 통
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액세스 네트워크는 WLAN, WPAN, UTRAN, CDMA 2000 네트워크, SOHO 네트워크, 블루투
스 네트워크, IEEE 802.11 네트워크, IEEE 802.15 네트워크 및 지그비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
되는 것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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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상이한 타입의 액세스 기술을 채택한 장치의 인

프라스트럭처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현재의 무선 기술에 있어서 상이한 타입의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

이한 타입의 액세스 기술, 예컨대, 2G/3G 무선 네트워크, CDMA 2000 네트워크, WLAN/블루투스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워킹(Inter-working) 이동성(mobility)의 지원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레벨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

WLAN 및 모바일 유닛의 세계 표준화(GSM)/범용 이동 원거리 통신 시스템(UMTS) 인터워킹의

영역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03]

그러나, 이러한 매커니즘은 무선 액세스 도메인을 갖는 상기 네트워크 사이의 어드레스 이동성에 한정된다.
즉, 단지 무선(즉, RAN)내에서만 팩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개별 네트워크의 방식(scheme)을 기준(criteria)
으로 설정한다.

"애플리케이션 레벨" 통합이 이종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가능하여, 심리스(seamless) 이

동성 및 인터워킹이 모든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이 요구된다.

과제 해결수단
[0004]

본 발명은 기존의 상호 운영성 문제점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이한 타입

의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함께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동 액세스(ASAA)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는 잠재적으로 비-공용(non-public) LAN 모바일 네트워크, 즉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위치, 행동
우선(behavioral preference), 요금 기준(tariff criteria) 등을 근거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ASAA 네트워크는 상이한 타입의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를 로밍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위치, 서비스 및

라우팅 정보를 통합한다.

ASAA 네트워크는 유동적인 호의 라우팅을 제공하고, 사용자 위치와 같은 기준을 근

거로, 적절한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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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가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는 외

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바일 유닛의 세계 표준화(GSM)/범용 이동 원거리통신 시스템(UMTS) 및 CDMA 2000 네트
워크와 같은 광역 PLMN 네트워크로부터 현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

효 과
[0005]

본원 발명에 의하면, "애플리케이션 레벨" 통합이 이종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가능하여,
심리스(seamless) 이동성 및 인터워킹이 모든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6]

여기서, "무선 송수신 유닛(WTRU)"이라는 용어는 사용자 장비, 이동국(mobile station), 고정 또는 이동 가입자
유닛, 호출기 또는 무선 환경에서 동작가능한 다른 타입의 장치를 포함하며,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지국"이라는 용어는 노드 B, 사이트 제어기(site controller), 액세스 포인트 또는 무선 환경에서의 다른 타
입의 인터페이싱 장치를 포함하며,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액세스 포인트(AP)"는 스테이션 또는 장

치이고 이는 LAN과의 무선 연결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선 LAN(WLAN)의 부분을 구축하도록 장치에 대해 무선 액세
스할 수 있다.

AP가 WLAN 상에 고정된 장치인 경우에, AP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이다.

AP는 네트워

크와 WTRU의 연결을 허용하여, WLAN 자체가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공한다.
[0007]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원격통신 서비스가 하나 이상의 WTRU에 제공되며, 이는 WTRU에 무선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식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서버는 복수의 무선 액세스 네크워크와 통신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무선 링크를 구축하도록 능력 범위 내에서 WTRU의 상태를 판단한
다.

서버는 무선 링크를 구축할 수 있는 WTRU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의 서버 통신 링크를 구축하고, 상

기 WTRU사이의 통신을 구축하도록 통신 링크를 사용한다.

이어서, 서버 통신 링크는 액세스 네트워크 중 하나

를 통해 WTRU와 또 다른 수신지(destination) 사이의 통신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0008]

ASAA 서버는 가입된 사용자를 위한 위치, 서비스 및 라우팅 정보를 통합한다.

ASAA 서버는 또한 호를 라우팅하

고, 정책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적절한 서빙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 위치, 기술 네트워크 기능, 행동 인자 및 요금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예컨

ASAA 네트워크는 세대가 다른 기술간

(inter technology)의 컨버젼스를 지원하도록 IP기반 기술(예컨대, SIP)을 사용한다.
[0009]

도 1은 ASAA 네트워크(11)의 개략도로서, 본 발명에 따른 ASAA 서버(12), 네크워크 서비스 주체(21-26) 및
WTRU(13) 사이의 예시적인 관계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된 ASAA 네트워크(11)는 상이한 타입의 기술

네트워크, 예컨대, 3G 광역 PLMN(예컨대, UMTS 및 CDMA 2000); 사설용 네트워크(WPANs), 예를 들어 직장 및 캠
퍼스 네트워크(예컨대, WLAN, 블루투스, IEEE 802.11, IEEE 802.15 및 지그비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및 사설
SOHO(small office/home office) 네트워크(예컨대,
통해 구현되는)를 포함한다.

WLAN, 블루투스, IEEE 802.11, IEEE 802.15 및 지그비를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 전화 교환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공중 데이터망(PDN)(14) 및 공중 육상 이동망(PLMN)(15)이 ASAA 네트워크(11) 및 ASAA 서버(1
2)에 부가된다.
[0010]

반면 IEEE 802.15와 같은 어떤 프로토콜은 설명되는 것과 같이, 적절한 수의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토콜이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예시적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지그비, UWB 및 IrDA와 같은 다른 통신 기술

및 프로토콜이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011]

PLMN(15)은 공항의 엔터테인먼트 상점(21), 공항 라운지(22), 사무실 네트워크(23), WLAN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
피숍(24) 및 홈 네트워크(25)로 도시된 복수의 LAN들(21~25)을 포함한다.

또한, PLMN(15)은 또한 광역 이동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26)를 포함하며, 이는 예컨대 3G 장치(27) 및 SIP 장치(28)를 포함한다.

광역 이동

서비스 네트워크(26)는 WLAN, BT 및 UMTS를 통해 통신을 제공한다. LAN(21~25) 및 광역 이동 서비스 네트워크
(26)는 액세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LAN(21~25)을 통한 통상적인 통신은 IP 프로토콜, SIP 프로토콜 또는 다

른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에 따른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통신은 공통 채널을 사용하고 요구에 따라 대역이 할

당된다.
[0012]

복수의 ASAA 애플리케이션 서버(41~43)는 사무실 네트워크(23), 홈 네트워크(25) 및 광역 모바일 서비스 네트워
크(26)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치에서 제공된다.

ASAA 애플리케이션 서버(41~43)는 각각의 액세스 네트워크(23,

25, 26)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나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또한 액세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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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도시된 WTRU(13)는 액세스 네트워크(21~26)중 하나와 다양하게 통신할 수 있다.

ASAA 서버(12)는 WTRU(13)와

통신 링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WTRU(13)와 통신링크가 구축된 네트워크(21~26) 중 하나에 개별적으로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비스가 수행된다.

이러한 아키텍처에 있어서 ASAA 서버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서

액세스 네트워크가 사용자를 액세스함에 따라, 사용자와 ASAA 서버 사이의 다른 상호작용

(interaction) 및 호(call)가 사용자가 접속되도록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라우팅된다.

이것은 다양한 액세

스 네트워크(21~26) 중 하나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ASAA 서버(12)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0014]

WTRU(13)는 WLAN(23)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통신할 수 있고, 일단 연결되면, ASAA
서버(12)는 ASAA 서버(12)를 통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양한 액세
스 네트워크(21~26)사이에서 서비스가 WTRU(13)에 연결된 액세스 네트워크로 라우팅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본 발명에 따른 아키텍처 내에서 ASAA 서버(12)에 의해 제공된다.

액세스 네트워크는

WTRU(13)를 액세스함에 따라, WTRU(13)와 ASAA 서버(12) 사이의 다른 상호작용 및 호가 WTRU(13)가 연결된 액
세스 네트워크(21~26)를 통해 라우팅 된다.
[0015]

또한, ASAA 서버(12)는 서버 펑션 모듈(61,62)을 포함한다. 서버 펑션 모듈(61,62)은 ASAA 서버(12)를
작동하고, WTRU(13)의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액세스 네트워크(21~26)로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관리 기
능을 제공한다.

상기 서버 펑션 모듈(61, 62)은 또한 액세스 네트워크(21~26)로의 연결을 통해 WTRU가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0016]

ASAA 서버(12)는 호 시도(call attempt)의 송수신을 위해 PSTN/PDN(14)에 고정된(anchored)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WTRU의 위치를 기반으로 WTRU의 서비스(serving) 액세스 네트워크에 인입호를 라우팅한다.

인입 호의 라

우팅 시, ASAA 서버(12)는 WTRU(13)에 대하여 설정된 모든 가능한 잠재적으로 서비스 액세스 네트워크를 페이징
한다.

WTRU(13)는 현재 연결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페이징 응답에 대해 응답한다. 그 후 ASAA

서버(12)는 WTRU(13)가 현재 연결된 서비스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인입 호를 전달한다.
[0017]

또한, WTRU(13)는 그 수신지를 통해 호를 라우팅하도록, 상기 ASAA 서버(12)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특정 서
비스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액세스 네트워크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함께 인입 호를 "포스-라우팅
(force-routing)" 할 수 있다.

액세스 네트워크를 특정함으로써, WTRU(13)는 사용되는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

다.
[0018]

이 아키텍처는 액세스 네트워크의 전범위에서 작동하도록 종래의 셀룰러 페이징 및 호 라우팅 메커니즘으로 확
장된다.

일 실시예에서, WTRU(13)의 위치를 찾는 것을 돕도록 IP 기반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페이징 메커니즘이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에 걸쳐 작동한다.
[0019]

일 실시예는 ASAA 서버(12)를 통해 PSTN/PDN(14)이 호를 수신하게 하는 통합된 인터페이스의 규정을 포함한다.
ASAA 서버(12)는 PSTN/PDN(14)에 의해 호의 수신이 단일 앵커 포인트(anchor point)를 통해 유효하도록 한다.
그 결과 사용자를 기준으로, 무선 링크 서비스가 특정 무선 링크에 의해 제공되고, 이는 각각의 액세스 네트워
크(21~26) 중 하나이다.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인 서비스 관리자는 로컬 네트워크(21~26) 또는 ASAA 서버(12) 중
따라서, 점선(69)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관

리의 방향을 변경하여,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관리가 개별 액세스 네트워크(21~26)로부터 ASAA 서버(12)로 "상
방향(upward)"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ASAA 서버(12)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가상 서버가 된다.

네트워크 서비스

는 무선 링크를 위한 개별 액세스 네트워크(21~26)에 의해, 그리고 무선 링크 이외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를 위한 ASAA 서버(12)에 의해 제공된다.

ASAA 서버(12)의 사업자(operator)가 개별 액세스 네트워크

(21~26)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ASAA 서버(12)의 사업자와 서비스 가
입 협정(arrangement)을 맺을 수 있다.
[0020]

본 발명에 따른 아키텍처는 다중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의 WTRU(13)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WTRU(13)가 심리스(끊
김없이) 위치하는 것을 돕는다.
호의 라우팅을 가능케 한다.

ASAA 서버(12)의 사용은 주어진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또한, 이것은 다중 액세스 네트워크에 걸쳐서 균일한 세트의 부가 서비스와 특징

을 제공하여, 네트워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감효과(experience)가 지속 되도록 한다.

또한, 본 발

명에 따른 아키텍처는 다중 잠재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에서 WTRU(13)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규정을 위한 동일 표
준 매커니즘용 설정을 제공할 수 있다.
[0021]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12~26)로의 서비스 라우팅에 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ASAA 서버(12)의 역할은 A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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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12)가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공통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어떤 물리적 상황 하에서도,

파라미터의 예는 호 처리(call handling), 타입별 서비스

선택, 비용 및 비용 구조에 따른 서비스의 선택, 네트워크 소유자에 따른 서비스의 선택, 서비스의 연결성에 대
한 통지, 사용자가 판단한 최소의 서비스 품질(QoS), 특정 기능에 대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대역폭을 포함한다.
호 처리 프로파일 선택 기능은 음성메일, 호의 선택적 수락(admission) 및 응답성 "시도(challenge)"를 포함한
다.
[0022]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ASAA 서버(12)는 음성메일 및 다른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2는 WTRU(81), ASAA 서버(83) 및 액세스 네트워크(91~95)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WTRU(81)는

RF 링크(87)를 구축하는 제 1회로(87)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 2회로(88)를 포함하나, 대부분의 이들 기능은 회
로 기능으로 직접화되어 있다.

WTRU(81)는 ASAA 서버(83)와 통신 링크를 구축하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연결은

WTRU(81)와 서비스 네트워크(91~95) 중 하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무선 연결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ASAA 서버(83) 또는 WTRU(81)과

선택적으로, 서비스는 ASAA 서버(83)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 네트워크로부터 WTRU(81)와의 무선 링크를 구축한 서비스 네트워크로의 통신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다.

ASAA 서버가 통신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ASAA 서버(83)를 거치지 않거나 ASAA 서버(83)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통신도 ASAA 서버(83)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프로세싱 회로(88)는 데이터의 소스(source)에

관계없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네트워크(91~95)로의 실제적 연결은 사용자에게 무의미할
수 있다.
[0023]

작동시, 미디어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 ASAA 애플리케이션은 3G PLMN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ASAA 서버
(83)로의 액세스하는 것을 시도한다.

이러한 등록 작업에 의해, PLMN 및 ASAA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서 위

치 정보를 정규 송신할 수 있다.
[0024]

ASAA 서버(83)는 미디어 장치에 이용가능한 서브네트워크의 카탈로그를 유지하고, 세션 주기 동안, ASAA 시스
템 시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용자 명령하에 또는 자동적으로 서브네트워크에 미디어 장치를 개시할 수도 있
다.

이러한 개시 작업은 정책에 기반한다. 예시적으로, 서버 정책은 사용자 위치, 행동 프로파일링 및 적정한

요금을 포함할 수 있다.
[0025]

세션의 유효기간(lifetime) 동안, ASAA 네크워크는 미디어 장치와 PSTN/PDNf로 접속한다.

ASAA 및 PLMN 가입

에 기인하여, 서비스 프로파일의 질과 같은, 상이한 타입의 레벨과 형태의 서비스가 미디어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026]

예시적으로, 일반 PLMN 음성 서비스는 정규 시간의 대부분을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행동 프로파일을 가
진 사용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단순한 ASAA(SIP를 기반으로 한) 페이징

방식(scheme)이 서브네트워크 비이용(unavailabilty) 시간 동안 적용될 수 있다.
[0027]

본 발명에 따른 ASAA 시스템은 현 시스템을 뛰어넘는 여러 장점을 갖는다.
입한 사용자를 위한 위치, 서비스 및 라우팅 정보를 통합한다.

ASAA 시스템은 ASAA 서버(83)에 가

이는 공통 IP 기반 방식을 사용하는, 상이한 타

입의 기술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심리스 이동성의 심리스 통신 규정을 허용한다.
비스를 정책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기술 네트워크에 개시한다.

시스템은 호를 라우팅하고 서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

한 유동적 요금 방식(flexible tariffing scheme) 및 기술 네트워크의 선택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 상기 시

스템은 외부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서비스 이익을 도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0028]

ASAA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ASAA 서버(12)가 WTRU(81)에 가상 아이덴티티(identity),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
덴티티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 아이덴티티는 상이한 타입의 WTRU들 사이에서 이

따라서 각 WTRU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경우, ASAA 서버(83)는 ESN 수와 같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통해 다양한 WTRU와 통신할 수 있다.

ASAA 서버(83)의 통신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것과 같은

상이한 타입의 아이덴티티에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전화와 같은 "클론(clone)" WTRU를 허용한다.
록 상이한 타입의 WTRU와 통신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ASAA 서버(83)가 사용되는 이동

그리고 ASAA 서버(83)는 아이덴티티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도

이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 WTRU의 위치에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

진 상이한 타입의 물질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다중의 상이한 타입의 사용자 ID는 ASAA

서버(83)에 의해 단일 장치상에 도식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SAA 서버(83)는 WTRU에 아이덴티티 프록시

서버를 제공한다.
[0029]

예시적으로, 사용자는 여행시 개인용 휴대전화 및 작업용 휴대전화를 갖길 원할 수 있으나, 단지 하나의 물질적
인 장치를 휴대할 수 있다. 호 송신 서비스(call forwarding service)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사용자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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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질적인 장치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ASAA의 지휘하에 통신할 수 있다.

ASAA 네트워크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ASAA 서버(83)는 전화번호와 같은 장치 정보 또는 ASAA 서버(83)의 데이터베이스상에 등록된 정보에 따
른 다른 식별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0030]

원격 카메라 장치

[0031]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원격 비디오 미디어 기능이 구현된 ASAA 네크워크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시된 것과 같이, 카메라 장치(121, 122)는 ASAA 서버(128)와의 가상 접속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연결된다.

카메라 장치(121, 122)의 실제 접속은 WLAN(131)과 같은 LAN 또는 셀룰러 접속(cellular

connection)을 제공할 수 있는 WTRU(135)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WTRU(135)는 IEEE 802.15 접속과 같은 로

컬 접속을 통해 연결된 분리된 장치일 수도 있고, 카메라 장치(122)에 내장되거나 또는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
을 수도 있다.
[0032]

각 경우에서 통신은 ASAA 서버(128)에 의해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 3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PC(142)는 또한 WLAN(131) 또는 직접적인 인터넷 접속과 같은 또 다른 접속
을 통해 ASAA 서버(128)와 통신할 수 있다.
버(128)와 통신한다.

로컬 WTRU(146)은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WLAN(131)을 통해 ASAA서

마찬가지로 WTRU(149)는 다른 위치에 위치되어 ASAA 서버(128)과 통신할 수 있다.

ASAA

서버(128)는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WTRU(149) 또는 카메라 장치(122)에 가상 아이덴티티를 제공할 수
있다.
[0033]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현된 카메라 장치(171)의 원격 제어 연결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한 원격 제어는 도 1 내지 도 3에서 개시된 ASAA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수행된다.
향 링크를 통한 이미지의 일방향 송신을 나타낸다.

이러

도 4는 2방

카메라 장치(171)는 카메라에 이미지 프로세서(172), 이미

지 저장 장치(173) 및 트랜스시버(174)가 조합된 장치이다.

카메라 장치(171)는 액세스포인트(AP,177)를 통해

통신하며, 이는 즉, ASAA 서버(183)의 제어하에 ASAA 네트워크(181)와 통신하는 것이다.
[0034]

ASAA 네트워크(181)는 디스플레이부(189)를 통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WTRU(188)과 접속한다.

사용자의

WTRU(188)는 카메라 장치(171), AP(177), ASAA 네트워크(181) 및 WTRU(188)에 의해 구축된 통신 링크를 통해
상기 카메라 장치(171)를 제어할 수 있다.
한한다.

액세스를 제어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제어를 개방하거나 또는 제

카메라 장치(171)에 대한 제어를 제한하는 것은, 이는 제어 명령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안 연결의 구축

에 따른 출력을 요청하는 특정 터미널에 의해, 또는 패스워드 또는 다른 사용자 정보에 의해 승인된 수단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다.
[0035]

카메라 장치(171)의 통신을 위하여, ASAA 네트워크(181)는 카메라 장치(171)의 등록을 제공한다.
와의 통신은 ASAA 서버(183)의 지휘하에 ASAA 네트워크(181)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 접속도 또한 가능하다.
으로 달성된다.

카메라 장치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카메라 장치(171)의 출력에 대한 제어 및 액세스가 제한된 방법

이는 ASAA 서버(183)를 통해 카메라 장치(171)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ASAA 서버(183)를 통한

등록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액세스가 승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SAA 서버(183)를 사용하는 장점은

사용자가 ASAA 네트워크에 액세스함으로써 등록과 동시에 카메라 장치(171)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다.
[0036]

사용시, 카메라 장치(171)를 사적 또는 이용상의 이유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해야만 하는 경우, 카메라 장치
(171)의 제어는 승인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허가된다.

승인된 사용자는 ASAA 서버(183)에 의하여 카메라 장치

(171)의 제어를 행할 수 있고, ASAA 서버(183) 또는 ASAA 서버(183)에 의해 승인된 연결을 통하여 카메라 장치
를 제어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카메라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제공될

수 있으며, 또는 보다 적은 제한이 허용될 수도 있다.

결국, 카메라 장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링크가 본질

적으로 시야의 외부 제어를 위하여 개방되는 동안, 소유자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소유자에 의해 광범위한 접근이
허용될 때만 ASAA 서버는 소유자의 제어를 허용한다.
[0037]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현된 카메라 장치(171)의 원격 제어 작동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라 장치(171)는 단말기(192)과 같은 원격 터미널 또는 WTRU(188)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된다.

카메

이러한 제어 작업

은 ASAA 서버(128)의 지휘하에 실행되어, WTRU(188) 또는 단말기(192) 및 카메라 장치(171) 사이의 제어가 제공
된다.

부가적으로 미디어 경로(195)는 ASAA 서버(128)의 지휘하에 ASAA 서버(128)를 통해 구축되거나 또는 독

립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명령의 실행이 카메라 장치(171), WTRU(188), 단말기(192) 및 ASAA 서버(128) 사이

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처럼 도시된 것과 같이, ASAA 서버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중개 네트워크 연결
을 사용할 수도 있다.
[0038]

ASAA 서버(128)에의 등록은 WTRU(188), 터미널(192), ASAA 서버(128)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장치로서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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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록기(201,202)에 의해 구축된다.

제어 요청(203)은 터미널에 의해 이루어져서 승인된다(204).

터미널이 애플리케이션(205,206), 이 경우에는 카메라 장치를 개방한다.
(207~210)과 같은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어서

이는 카메라 장치가 회전 명령

부가적으로, 터미널은 ASAA 서버(128)가 제한할 수 있는

미디어 경로(195)를 통해, 도시된 것과 같이, 카메라 출력을 액세스할 수 있다.
[0039]

개인 통신용 락앤키

[0040]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은 다양한 유무선 장치를 통합한다.
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개인용 락앤키가 요구된다.

대신 보안상 통신, 서비스 및 데이터로의 제한된 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에 의해 작동하는 로컬 장치에 형

성된 유선 덩글(dongle) 또는 로컬 무선 연결에 의하여 보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별 개인용 락앤키 장치가 사
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로컬 장치는 WTRU, 사용자의 제어하에 있는 터미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공용

터미널일 수 있다.

개인용 락앤키 장치에는 1)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보안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안 서버와의 통신 기능부; 2) 로컬 터미널 또는 WTRU에 의해 처리된 신호를 암호화하거나 암호 해독하는 보안
용 덩글; 3) 보안 서버를 통해 암호 해독할 수 있는 패스워드 정보의 스토리지; 4) 다중 보안 서버와의 통신 기
능부; 및 5) 보안 서버 중 독립적인 서버의 프로토콜에 따라 서버에 패스워드 액세스 및 보안 데이터를 제공하
는 기능부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부들이 제공될 수 있다.
[0041]

도 6은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300)의 사용자 측을 도시하며, 도면에서 락앤키 장치
는 컴퓨터 터미널(311), WTRU들(312,313) 및 분리되어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WTRU를 통해 접속된 휴대용 컴퓨터
(314)를 통해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각 터미널 장치(311~314)에 대

한 개별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도 단일 장치만으로 다양한 사용자 장치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
리하다.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터미널 장치(311~314)의 작동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기 장치가

물질적인 연결을 위한 제한된 프로파일을 갖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갖기 때문에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편리하게 덮어쓸 수 있다.
[0042]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서,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또

한 외부 카드 장치(321)에 의해 제공되는, 또 다른 보안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분리된 보안 장치는 외부 카

드 장치(321) 및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에 의해 사용된 프로토콜과의 직접적인 연관없이 개인용 락앤키 장치
(301)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분리된 외부 카드 장치(321) 및 외부 서비스와 통신

할 수도 있으나, 외부 카드 장치(321)와 프로토콜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0043]

도 7은 도 6의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의 작동 기능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IEEE 802.15 또는 블

루투스(TM)와 같은 무선 통신 회선(361) 및 적외선 포트(364)가 연결용 버스(371)와의 통신을 제공하고, 외부
포트 접속부(376) 또한 상기 버스에 통신을 제공한다.

통신 버스(371)는 로직 회로(381)와 통신하고, 로직 회

로는 무선 통신 회선(361), 적외선 포트(364) 또는 외부 포트 접속부(376)로부터 접속 버스(371)에 송신된 신호
를 수신받는다.

로직 회로(381)는 신호를 접속 버스(371)에 제공하여 신호가 무선 통신 회선(361), 적외선 포

트(364) 또는 외부 포트 접속부(376)을 통해 송신되도록 한다.

로직 회로(381)는 접속 버스(371)를 통해 송신

된 암호가 해독되었거나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 저장소(385) 내에 저장된 암호화된/암호해독된 데
이터를 사용한다.
[0044]

카드 리더 회로(389)는 외부 카드(도 6의 321)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며, 이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
선 통신 회선(361), 적외선 포트(364) 또는 외부 포트 접속부(376)과 통신하는 접속 버스(371)를 통해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카드 리더기(389)는 데이터 변환을 완전히 수행하거나 또는 변환을 위해 로직 회로(381)에

사용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외부 카드 리더기(389)에 의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완전히 변환하는 경우, 로

직 회로(381)는 접속 버스(371)로 또는 접속 버스로부터 또는 외부 카드 리더기(389)로 또는 외부 카드 리더기
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송신한다.

데이터가 외부 카드 리더기(289)에 의해 즉 로직 회로(381)에 의해 사용되

도록 제공되는 경우, 이 데이터는 접속 버스(371)를 통해 송신된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로직 회로(381)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로직 회로(381)는 로직 회로(381)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와 함께 외부 카드 리더(389)에 의해

송신되거나 외부적으로 변환된 데이터의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다.
[0045]

도 8은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 및 보안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플리케이션 장치(401)는 애플리케이션(405) 및 덩글 포트(404)를 포함한다.
통신 포트 또는 다른 통신 포트와 같은 물질적인 덩글일 수도 있다.

로컬 터미널인 로컬 애

덩글 포트(404)는 USB 포트, 무선

이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로컬 애

플리케이션 장치(401)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로컬 애플리케이션 장치(401)로 데이터를 재송신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외부 덩글 암호해독용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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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로컬 애플리케이션 장치(401)는 네트워크 접속(420,421)을 통해 보안 서버(428)와 통신하며, 보안 서버는 개인
용 락앤키 장치(301)와 협력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안 서버(428)는 네트워크 접속(420,421)을 통

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제공 및 수신되도록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와 통신한다.
[0047]

보안 서버(428)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로 도시된, 보안 서버(428)의 외부에 제공될 수도 있다.

보안 서버(428)는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와 통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프로토콜은 로컬 애플리케이션 장치
(401) 및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를 통한 통신을 위해 보안 서버(428)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동일하거나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도시된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 및 보안 서버(428) 사이의 보안 통신은 네

트워크 접속(421)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와 보안 서버(428) 사이의 보안은
통신 링크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점선(439)으로 표현된 외부로부터의 액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안 서버(428)는 사용자의 키 및 패스워드를 저장하며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와 통신하면서 요청된 통신에 응답할 수 있다.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를 식별할 때, 보안 서버

(428)는 필요한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0048]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개인의 성명 리스트, 고객 리스트 또는 다른 극비 데이터와 같은 개인 디렉토리를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러한 디렉토리는 단지 보안이 이루어진 방법에 의해서만 디렉토리로 액세스되는 서버상에 존재

하고, 디렉토리로의 공개적인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공중 터미널일 수도 있는 로컬 애플리케이

션 장치(401)에서 접속하여, 보안 서버(428)로 액세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안 서버(428)는 단지 개인 록앤

키 장치(301)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증명
한다.

따라서,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형태, 즉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본

질적인 요소만을 갖는 요청된 형태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

는 공중 터미널(401)에서 액세스될 수 있으나,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덩글 포트(404)와 연결될 때만 검색
(retrieved)될 수 있다.

따라서, 송신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접속(420,421)로부터 암호해독된 형태로 "스니프

(sniffed)"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로컬 디스플레이 또는 조작을 위한 공중 터미널(401)로 다시 제공된 데이터

는 공중 터미널(401)로 액세스되는 것을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0049]

데이터는 패스워드 입력 방법으로 보안 서버(428)에 저장되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와 같은 장
소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에 저장되면, 데이터는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서버(431)와 보안 서버(428) 사이로 송신된 후, 공중 터미널(401)로 송신되어 개인용 락앤키 장치
(301)에 의해 암호 해독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는 공중 터미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 또는 보

안 서버(428)을 포함하는 어떠한 편리한 위치에서도 처리될 수 있다.
[0050]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431)에 저장된다.
와 같은 로컬 애플리케이션 장치(401)에 출력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길 원할 수도 있다.

컴퓨터(401)에서 조작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된다.
증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요청한다.

사용자가 랩톱 컴퓨터
출력 데이터는 랩톱

사용자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 및 보안 서버(428)에 인

보안 서버는 서버 자체의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한다.

션 서비스 서버(431)는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력 데이터를 복귀시킨다.
적으로 제공되거나 보안 서버(428)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애플리케이

출력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직접

출력 데이터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암

호 해독하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되거나, 특정 형태의 데이터를 위해 적절하게 비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력 데이터가 극비 리스트로부터 도출된 이름 및 전화 번호인 경우, 사용자가 하나의 이

름과 전화번호를 극비로 여기지 않도록 좀 더 자유롭게 국부적으로 액세스가능하도록 제공할 수도 있다.
[0051]

보안 서버(428)는 통신 링크를 통해 액세스가능한 개별 장치일 수도 있고 ASAA 서버(12)로서 기능하도록 제공될
수도 있다.

ASAA 서버(12)로 기능하는 경우,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토콜에 따라 보안

연결을 유지하는 동안, 보안 기능은 드라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0052]

도 6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자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 카드 장치
(321)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외부 카드 장치(321) 및 로컬 애

플리케이션 장치(401)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는
WTRU와 같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치에 용이하게 실장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가 그 기능을

실행하도록 WTRU를 통해 통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0053]

또 다른 장치를 통한 접속 능력(the ability
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유용하다.

to connect)은 또한 특정 장치가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에 접속

예를 들어 장치가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에는 접속될 수 없지만 무선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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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WTRU에 접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WTRU가 보안을 가능케하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와 특정

장치 양쪽에 접속되어, 장치에 보안이 이루어진 무선 접속이 제공된다.
[0054]

본 발명은 락앤키 장치(301) 내에서 생체 식별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체 식별 및 인증 절차가

요구되며, 이는 소유자가 락앤키 장치(302)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체 기능의 예는

물리적인 형태, 음성 매칭 회로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특별한 다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카메라와 같은

변환 장치의 사용 목적을 위하여,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 내에 저장된 생체 데이터를 근거로 생체 속성을 매
칭시키도록 생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0055]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에서 보안 서버(428)에 의하여 아이덴티티가 할당될 수 있다.

즉, 보안 서버(428)는

로컬 애플리케이션 장치(401)와 같은, 장치에 개인용 락앤키 장치(301)와의 통신을 통해, 가상 아이덴티티를 할
당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56]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된 ASAA(Application Server Autonomous Access)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57]

도 2는 WTRU, ASAA 서버 및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58]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원격 비디오 미디어 기능이 구현된 ASAA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59]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현된 카메라 장치의 원격 제어 연결을 도시하는 개략 단면도이다.

[0060]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현된 카메라 장치의 원격 제어 작동을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이다.

[0061]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ASAA 네트워크 상에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개인용 락앤키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62]
[0063]

도 7은 도 6에서 도시된 개인용 락앤키 장치의 작동 기능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은 터미널 또는 WTRU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도 6에서 도시된 개인용 락앤키 장치의 상호 운용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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