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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

(57) 요약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웹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204)을 사용하기 위해 이

동 클라이언트들(202)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가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

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된다.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202)는 상기 네트워

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204)의 사용을 위해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의해 프로비저

닝되고, 상기 프로비저닝 단계는 적어도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애

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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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

저닝(provision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를 인터페이스하는 단계로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의해 상

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비저닝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configuring)하는 단계 및 상기 애플

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deliver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를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인터페이스하는 단계는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종료시키는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비스 종단점과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간의 네트워크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 및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내의 웹 서비스 모듈들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의 요청

을 분석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요청을 분석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요청을 분석하고 응답을 생성하기 위하여 단순 객체 액세

스 프로토콜(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상기 웹 서비스 종단점을 인터페이

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상기 웹 서비스 종단점을 인터페이스하는 단계는 범용 기술, 발견 및 통합(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프로토콜과 웹 서비스 기술 언어(WSDL;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정의 언어에 의하여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광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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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웹서비스 종단점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요청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

비스의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을 통해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객체 변형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유형과 비교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유형에 대해 전달하는데 적합한 데이

터 객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와 관련된 프리젠스 모듈(presence module)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유형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프리젠스 모듈로부터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모듈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유형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

는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허용하는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를 푸시 채널

(push channel)을 통해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는 다운로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의 주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소는 상기 웹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모듈에서 상기

적합한 데이터 객체의 저장 위치를 식별하며, 상기 주소는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와 관련된 통지 모듈을 통해 상기 이

동 단말기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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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하는 단계는 적합한 구성 설정들(settings)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합한 구성 설정들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구성 설정들을 단말기 관리 서버

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적합하게

액세스하고 사용하도록 상기 이동 단말기를 준비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

션의 데이터 객체들과 관련된 데이터 객체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네트워크 서비

스에 적합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접속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트라넷(intranet)을 통해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1.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을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

(provisioning)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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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저닝될 이동 단말기들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접속되어, 개개의 프로비저닝 절차들을 제어하는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로의 단일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

는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프로비저닝 절차의 부분으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들을 구성하는 웹 서비스 이동 단말기 구성 모듈; 및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프로비저닝 절차의 부분으로서 성공적으로 구성된 이동 단말기들에 상기 애

플리케이션들을 전달하는 웹 서비스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기 웹 서비스 이동 단말기 구성 모듈, 및 상기 웹 서비스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은 단일 웹 서비스로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기 웹 서비스 이동 단말기 구성 모듈, 및 상기 웹 서비스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은 한 세트의 2 이상의 협동(cooperating) 웹 서비스로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네트워크상에서 동작가능한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provisioning)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및

상기 이동 단말기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되는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로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상기 단말기의 프로비저닝을 제어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하고 상기 애플

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는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 프로토콜들을 종료시키는 웹 서비스 종단점을 포함하는 서비스

로직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로직 모듈은 상기 이동 단말기를 적합하게 프로비저닝하기에 적합한 시퀀스로 상기 웹 서비

스와 관련되는 복수의 프로비저닝 모듈들과 통신하는 시퀀스 관리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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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상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

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유형을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객체 변형들에 비교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기 위해 상기 단말기 유형에 대응하는 데이터 객

체 변형을 출력하는 비교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 객체 변형을 푸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푸시 모듈(push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 객체 변형의 전달을 획득하기 위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 객체 변형의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지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은 상기 이동 단말기로의 다음 전달을 위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캐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 접속되는 통지 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통

지 모듈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 의한 전달을 직접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

이션이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서 입수가능하다는 것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통지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

에서의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기 위하여 상

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하는 단말기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단말기의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는 복수의 협동 프로비저닝 모듈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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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프로비저닝되고 있는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기

를 프로비저닝하는 동안 상기 협동 프로비저닝 모듈들 중 하나 이상에 상기 단말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프리젠스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a) 다음을 포함하는 서비스 로직 모듈;

(i) 웹 서비스 프로토콜들을 종료시키는 웹 서비스 종단점; 및

(ii) 프로비저닝 동작의 시퀀스를 제어하는 시퀀스 관리 모듈;

(b)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상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

말기에 전달하는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

(c)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 접속되는 통지 모듈로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 의한 전달

을 직접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서 입수가능하다는 것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통지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에서의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제공하는 통지 모듈;

(d)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하는 단말기 관리 모듈; 및

(e) 프로비저닝되고 있는 이동 단말기의 단말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동안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 상기 통지 모듈, 및 상기 단말기 관리 모듈 중 하나 이상에 상기 단말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프리젠스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네트워크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웹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를 인터페이스하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 제공

단계로서,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

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 제공 단계;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하는 단말기

관리 웹 서비스 제공 단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 유형을 수신하는 프리젠스

웹 서비스 제공 단계;

상기 프리젠스 웹 서비스에 접속되어, 상기 프리젠스 웹 서비스로부터 단말기 유형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상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경우 상기 단말기 유형에 대응하는 전달을 위한 데이터 객체를 식별하

는 전달 웹 서비스 제공 단계; 및

상기 전달 웹 서비스에 접속되는 통지 웹 서비스 제공 단계로서, 상기 단말기 유형이 상기 이동 단말기가 푸시 동작에 의하

여 상기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있다고 나타내는 경우 상기 데이터 객체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고, 상기 단말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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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상기 이동 단말기가 푸시 동작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전달 웹 서비

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 객체의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통지 웹 서비스 제공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8.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

저닝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를 인터페이스하는 수단으로

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포인트의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수단;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의해 상

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비저닝 수단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하는 수단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

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

저닝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갖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은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를 인터페이스하는 단계로서,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의해 상

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프로비저닝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

를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웹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이동 클라이언트들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통신은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의 놀랄만한 확장을 가져왔다. 컴퓨터 네트워크, 텔레비전 네트워크 및 전화 네트워

크는 전에 없던 기술적인 확장을 경험하고 소비자 요구에 의해 자극되고 있다. 무선 및 이동 네트워킹 기술은 관련된 소비

자 요구에 집중하면서, 정보 전송을 보다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현재와 미래의 네트워킹 기술은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 인터넷과 같은 국부적

이고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확산은 정보를 널리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 기술은 확장되어 점차적

으로 무선 및 이동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는 데스크탑 시스템, 무선 시스템, 이동 시스템 등

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는 이제 셀룰러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랩

탑 컴퓨터 등과 같은 이동 무선 유닛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무선 장치와의 인터넷 내용의 전송을 촉진하는 하나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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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는 다른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합하는,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이다. 일반적으로, WAP는 인터넷 표준 및 무선 서비스 표준 모두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는 프로

토콜 세트이다. 그것은 무선 네트워크 표준에 독립적이고 오픈(open) 표준으로 고안된다. WAP는 유선 인터넷 전형과 무

선 영역간의 간격을 연결하여, 무선 장치 사용자가 양 플랫폼에 걸쳐있는 인터넷의 이용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종종 2G 무선 서비스로 지칭되는 제2 세대 무선 서비스는 회선 교환 기술에 기초하는 현재의 무선 서비스이다. 이동 통신

글로벌 시스템(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개인 휴대 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과 같은 2G 시스템은 제1 세대 이동 기술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 및 개선된 품질을 갖는 디지털 무선 기

술을 이용한다. 3G, 또는 제3 세대는 단말기와 네트워크간의 새로운 패킷 기반 전송 방법을 전개함으로써 용량, 속도 및

효율면에서의 개선을 보장하는 한 세트의 디지털 기술을 지칭한다. 3G 장치 및 네트워크의 사용자는 주문형 비디오, 비디

오 회의, 고속 웹 액세스 및 파일 전송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장치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운용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다.

WAP,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캘린더 및 교신 동기화 뿐 아니라 다수의 다른

가능한 것들과 같은 신규 이동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이동 인터넷 단말기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포털의 수가 계

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지원, 위치 기반 서비스, 전자 지불 등과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특징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및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들이 계속해서 종종 현재의 가

입자들을 위해 대체 장치로서 사용될 것이다. 신규 단말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버

와 성공적으로 접속하기 전에 신규 단말기들은 점차로 신규하거나 갱신된 구성 설정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동 단말기는 본래 제한된 장치이다. 이동 단말기는 전형적으로 제한된 메모리, 저장부 및 처리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동 장치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규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

들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동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단말기는

그러한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단말기가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상기 단말기를 "프로비저닝(provisioning)"한다고 지칭한다. 프로비저닝은 이동 장치의 초기화 설정에서 수행되거

나, 상기 이동 장치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전통적인 프로비저닝 방법은 유통 설정(retail establishment)이 사용자를 위해 단말기를 프

로비저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에게 불편한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단말기 또는 업그레이드 서비스

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는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재프로비저닝하는 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보다

최근에 진보한 프로비저닝 시스템은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프로비저닝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프로비

저닝될 장치에서 프로비저닝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서버는 프로비저닝 서버 장치와의 통신 세션을 유발

시키고, 프로비저닝 서버에 프로비저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의 원격 구성을 위한 2개의 현존 표준은

WAP 프로비저닝 프로토콜 및 SyncML 장치 관리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상기 표준들 모두는 구성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

들이 이미 이동 단말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른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로의 데이터 객체의 전달에만 집중한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현존 방법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다중 인터페이스 및

다중 동작을 포함한다. 이것은 특히 신규 서비스 및 이용 네트워크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더욱 더 증가시키는 경우 프로비

저닝을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통신 산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프로비저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다양한 프로비저닝 절차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선행 기술

의 상기 및 다른 단점들을 해결하고, 선행 기술 프로비저닝 시스템 및 방법에 비해 다수의 장점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웹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이동 클라이언트들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및 시

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

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를 인터페이스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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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

해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기가 프로비저

닝된다. 상기 프로비저닝 단계는 적어도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구성(configuring)하는 단

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deliver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을 위

해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프로비저닝될 이동 단말기들 및 상기 네트워크 서

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접속되는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상기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로의 단일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고, 프로비저닝 절차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상

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프로비저닝 절차의 부분으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들을 구성하는 웹 서비스 이동 단말기 구성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

되어, 상기 프로비저닝 절차의 부분으로서 성공적으로 구성된 이동 단말기들에 상기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달하는 웹 서비

스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이 또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동작가능한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

스템은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및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애플리

케이션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 및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되어 단

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서비스에 상기 단말기의 프로비저닝을 제어하는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이

동 단말기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프로비저닝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한 벌의 웹 서비

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한 벌의 웹 서비스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

기를 인터페이스하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포함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상기 네트

워크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

크 서비스에 단일 포인트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단말기 관리 웹 서비스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구성한다.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접속되는

프리젠스 웹 서비스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 유형을 수신한다. 전달 웹 서비스는 상기 프리젠스 웹 서

비스에 접속되어, 상기 프리젠스 웹 서비스로부터 단말기 유형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상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경우 상기 단말기 유형에 대응하는 전달을 위한 데이터 객체를 식별한다. 통지 웹 서비스

는 상기 전달 웹 서비스에 접속되어, 상기 단말기 유형이 상기 이동 단말기가 푸시 동작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객체를 수신

할 수 있다고 나타내는 경우 상기 데이터 객체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가 푸시 동작에 의하여 상

기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통지 웹 서비스는 상기 전달 웹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 객체의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한다.

본 발명의 상기 요약은 본 발명의 각 예시된 실시예 또는 구현을 기술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이하 도면 및 관련된

설명이 실시예 또는 구현을 기술한다.

본 발명은 이하 도면에 예시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실시예

이하 다양한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 실시예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다양

한 실시예들을 예시하기 위하여 도시된다.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고,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구조적

기능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질 것이다.

본 발명은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이동 클라이언트들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

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 이동 단말기들을 위한 프로비저닝

절차들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이동 단말기를

구성하고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을 공통 웹 서비스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프로비저닝 절차를 통합한다. 본 발명의 프로비저

닝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채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또한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채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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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100)의 예시적인 실시예이

다.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구성하기를 원하는 서비스로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

어, 애플리케이션(104)을 사용하도록 현재 구성되어있지 않은 단말기(102)는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하도록 구

성될 수 있다.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106)는 애플리케이션(104)과 단말기(102)간의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프로비저닝(provisioning)은 일반적으로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지칭하고, 사

용자 정보를 갖는 다양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하는 서비스(들)를 사용하도록 단말

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작중인 가입자 어카운트(account)를 생성하거나 현재 가입자 어카운트의 매개변수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어카운트의 프로비저닝은 가입자 어카운트 등록 및 장치 활성화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106)는 "웹 서비스(Web service)"의 문맥에 제공된다. 웹 서

비스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고 특정 기술 형식에 따르는 네트워크 기반(특히 인터넷 기반) 모듈러(modular) 애플리케이

션이다. 웹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특히 집중하는 분산 컴퓨팅 전형(paradigm)을 집합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 지향, 성분 기반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설명하는 다수의 최근 생겨난 표준에 의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웹 서

비스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호출되고 위치되며 사용 준비된 형식으로 발표될 수 있는 자기 포함 모듈러 애플리케이션이

다. 웹 서비스가 전개되는 경우,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들은 전개된 서비스를 위치시키고 호출할 수 있다. 그것들

은 단순한 요청에서부터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유리하게는, 웹 서비스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및 확장 마크업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와 같은 보편적인 웹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본 웹 서비스 플랫폼은 XML 플러스 HTTP이다. XML은 웹상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

기반 마크업 언어이다. HTML의 경우, 데이터는 집합적으로 "마크업(markup)"으로 알려진 태그를 사용하여 식별된다.

XML 태그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프로그램에서 필드명으로 기능한다. XML은 표현되는 합성 서비스의 성분들간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서비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언어이다. HTT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파일들(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및 다른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교

환하기 위한 규칙들의 집합이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예들이 일반적으로 XML 및 HTTP와 관련하여 기술되지만, 이것

은 예시를 위한 것이고 현재 및 미래 유형의 프로토콜들 및 데이터 형식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웹 서비스는 몇몇 관련 기술의 집합을 나타내고, 문의와 응답이 HTTP상의 XML에서 교환되는 원격 절

차 호출(RPC; remote procedure call)과 같은 적어도 2개의 애플리케이션간의 접속을 포함한다. 웹 서비스 기술은 다양

한 기술 계층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핵심 계층은 XML 메시지가 통신될 수 있는 상술된 HTTP 또는 TCP/IP와 같은 전

송 계층을 포함한다. 단순 객체 액세스 프로토콜(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과 같은 XML 메시징 계층도 또

한 웹 서비스의 핵심 계층을 나타낸다. SOAP는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로서 HTTP를 사용하는 RPC를 수행하는 방식을

정의할 뿐 아니라, XML 부호화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균일한 방식을 정의하는 프로토콜 사양이다.

웹 서비스 스택의 상위 레벨 계층은 웹 서비스 기술 언어(WSDL;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및 범용 기술, 발

견 및 통합(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과 같은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발견 계층

을 포함한다. WSDL은 특정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XML 기반 기술 언어이고,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상

이한 프로토콜 또는 인코딩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의 기본 형식을 기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것은 웹 서비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UDDI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웹 서비스를 동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그것은 한 세트의 프로토콜 및 등록을 위한 공용 디렉토리 및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웹 서비스의 실시간 위치를 나타낸다. UDDI는 웹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을 등록시키는 방식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

션이 특정 웹 서비스를 발견하고 접속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웹 서비스 스택의 다른 상위 레벨 계층은 작업 흐름 계층(workflow layer)을 포함할 수 있다. 작업 흐름 계층은 웹 서비스

흐름 언어(WSFL; Web Services Flow Language)와 같은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WSFL은 웹 서비스 구성의 설명을 위

한 XML 언어이다. WSFL은 현재의 웹 서비스에 구성되는 보다 복잡한 특징을 생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내에서 웹 서비

스의 회귀적인 구성을 허용한다.

상술되거나 다른 기술,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등이 웹 서비스를 채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지된 기술들이 웹

서비스의 사용 및 개발에 현재 이용가능한 예시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참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공지된 기술

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또한 본 명세서에서 제공되는 설명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한 다른 현재 및/또는

미래 기술들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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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106)는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이다. 웹 서비

스(106)는 이동 클라이언트(102)가 인터넷/인트라넷상에서 애플리케이션/서비스(104)를 이용하도록 프로비저닝할 수 있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200)의 예시적인 실시예

를 도시한다. 도 2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202),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204) 및 이동 클라이

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206)를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요소들은 하나 이상의 협동 무선 및 지상 통신 네트워크(208)

를 통해 통신한다.

무선 단말기(202)는 어떤 유형의 이동 컴퓨팅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단말기(202)는 셀룰러 전화(210),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212), 노트북 또는 랩탑 컴퓨터(214), 또는 장치(216)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다른 유형의 단

말기와 같은 다수의 이동 통신 장치들 중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단말기(202)는 저장 위치에서 단

말기로의 초기 장치/기반 구조 접속 매개변수의 구성이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상기 애플리케이션(204)은 이동 단말기(예를 들어 단말기(202))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따라

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 자신일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상기 애플리케이션(204)은 이동 단말기

(202)의 미드렛(MIDlet)에 의해 액세스되는 자바(Java)(상표)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해당 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MIDlet은 이동 정보 장치 프로필(MIDP; 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 표준에 따르는 애플리케이션이다. MIDP는

무선 전화, 무선 호출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등과 같은 이동 장치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세트이다. 이 표준을 따르는 애플리케이션은 MIDlet

로 지칭되고, 이동 장치에 저장되고 동작될 수 있는 MIDP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웹 서비스 기

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204)이 또한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206)는 애플리케이션(들)(204)이 단말기(들)(202)를 프로비저닝하도록 하는 인터

페이스로서 역할을 한다. 상기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206)는 애플리케이션(들)(204)로의 단일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단말기들(202)의 자동 구성을 관리하며, 단말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단말기에 적합한 구성

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프로비저닝 서비스(206)는 애플리케이션(204)을 대신하여 이동 클라이언트

(202)를 프로비저닝하고, 단말기(202)는 애플리케이션(204)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프로비저닝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300)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시된 웹

서비스(300)의 내부 구조는 서비스 로직(302), 전달 서비스(304), 단말기 관리 서비스(306), 통지 서비스(308), 및 프리젠

스 서비스(presence service)(310)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로직(302)은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300)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나의 기능은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종료시키는 웹 서비스 종단점(endpoint)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서비스 로직(302)의 다른 기능은 궁

극적으로 웹 서비스(300)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300)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묶는 로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 단말기가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순서로 구성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전달 서비스(304)는 프로비저닝이 일어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가 필요로하는 객체의 올

바른 전달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기능들이 이 태스크와 관련된다. 제1 기능은 이동 단말기의 유형에 기초하

여, 전달할 데이터 객체의 올바른 변형(variant)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기능은 데이터 객체를 단말기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푸시 전달(push delivery), 풀 전달(pull delivery)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전달 옵션을 제공한다. 상기 전달

서비스(304)는 또한 데이터 객체의 전달과 관련하여 이동 단말기를 위한 네트워크 에지 캐싱 기능(network edge caching

facilities)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 관리 서비스(306)는 단말기가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단말기의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하

는 능력을 갖는다. 상기 매개변수들은 다양한 종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유형의 매개변수들은 전달 서비스(304)

에 의해 전달되는 어떤 데이터 객체들과 관련되는 매개변수들을 포함한다. 제2 유형의 매개변수들은 어떤 종류의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단말기의 현재 매개변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뱅킹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을 이유로 은행의 무선 응

용 프로토콜(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근을 허용하는 WAP 접속 설정을 갖도록 단말

기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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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지 서비스(308)는 데이터 객체를 단말기에 전달하는 전달 서비스(304)와 관련하여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통지 서비스(308)는 데이터 객체를 단말기에 직접 전달하는 전달 채널(delivery channel)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은 예를 들어 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메시징과 같은 푸시 채널을 통

해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MMS는 개선된 무선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정의되어있는 표준으

로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클립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내용들의 비실시간 전송을 허용한다. 제2 실시예

에 있어서, 상기 통지 서비스(308)는 데이터 객체가 풀 채널을 통해 검색될 수 있는 주소를 나타내는 통지를 단말기에 전달

한다. 상기 통지 서비스(308)는 본 발명에 따른 추가 유형의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300)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부분은 프리젠스 서비스(310)이다. 상기 프리젠스

서비스(310)는 정보를 시스템의 다른 서비스에 제공한다. 상기 프리젠스 서비스(310)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주요 부분

은 프로비저닝될 단말기 유형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스 서비스(310)는 자신의 서비스를 전달 서비스(304),

통지 서비스(308) 및 단말기 관리 서비스(306)에 제공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로직 모듈(400)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로직

모듈(400)은 웹 서비스 종단점 모듈(402) 및 웹 서비스 성분 조정 모듈(404)을 포함한다. 상기 웹 서비스 종단점 모듈

(402)은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종료시킨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웹 서비스 종단점 모듈(402)은 HTTP 서버(406)와

같은 전송 계층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웹 서비스 종단점은 또한 들어오는 요청을 분석하고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하

여 SOAP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XML 메시징 엔진(408)을 포함한다. 도 4의 웹 서비스 종단점 모듈(402)은 또한 예

를 들어 UDDI 프로토콜 및 WSDL 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서비

스 레지스트리(410)와 인터페이스한다.

웹 서비스 종단점 모듈(402)은 애플리케이션이 이동 클라이언트를 프로비저닝하는 요청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도시된

프로비저닝 요청(412)과 같은 프로비저닝 요청은 다수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요청 항목은 공지되거나 미래의 단

말기 식별 매개변수들을 포함하여 프로비저닝된 단말기의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의 식별정보(ID)

(414)는 IP 주소, 사용자 이름,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

장치 아이덴티티(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동국 ISDN/PSTN 번호(MSISDN), 또는 단말기와

관련된 어떤 다른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IMEI는 개개의 무선 전화 또는 통신기(communicator)를 고

유하게 식별하는 매개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IMEI는 전화기의 뒷면에 있는 라벨에 표시되고, 네트워크가 요청하는 경

우 상기 전화기에 의해 자동으로 전송된다. 상기 IMSI는 일반적으로 GSM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번호를 지칭하고, 전형적으로 호 라우팅(call routing)을 위해 이동 전화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된다. 상기 MSISDN은

국가 코드, 국내 수신지 코드, HLR 식별자 및 가입자 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GSM/DCS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이동 번호이다. 이러한 유형의 단말기 ID들 중 어떤 것은 다른 유형의 단말기 ID에서와 같이,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

비저닝 요청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단말기 ID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본 발명은 분명히 상술된 특정 예들에 제

한되지 않는다.

프로비저닝 요청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들은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하여 전달되는 데이터 객체의 주소(416)를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이동 게임 서비스가 단말기의 MIDlet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이 데이터 객체 주소 필드는 MIDlet가 네

트워크에 위치하는 주소를 포함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URL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단

말기 유형을 수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객체의 변형을 나타내기 위해 제공되는 상이한 주소들이 있을 수 있다.

프로비저닝 요청에 포함될 수 있는 또다른 항목들은 단말기가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한 데이터 매개변수(418)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문맥에서, 상기 데이터 매

개변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접속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WAP 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프로토콜들, 데이터 형식들, 네트워킹 환경들, 또는 특정 설정에 관련된 다른 조건들에 따라, 어떤 수의 다른 항목들

(420)이 또한 프로비저닝 요청에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 로직 모듈(400)의 다른 기능은 궁극적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묶는 로

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 단말기가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순서로 구성 서비스들

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은 웹 서비스 성분 조정 모듈(404)에 의해 제공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달 서비스 모듈(500)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상기 전달 서비스(500)는 프로비저닝

이 일어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에 의해 요구되는 어떤 객체의 올바른 전달을 보장한다. 이

등록특허 10-0711632

- 13 -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달 서비스 모듈(500)은 데이터 객체 변형 결정 모듈

(data object variant determination module)(502),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data object delivery module)(504), 및 네트

워크 에지 캐시 모듈(network edge cache module)(506)을 포함한다.

상기 전달 서비스(500)의 제1 기능은 이동 단말기의 유형에 기초하여, 전달할 데이터 객체의 올바른 변형을 결정하는 것이

다. 이러한 기능은 도 5에서 데이터 객체 변형 결정 모듈(502)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상이한 데이터 객체가 상이한 유형

의 이동 단말기에 전달될 필요가 있고, 상기 데이터 객체 변형 결정 모듈(502)은 이것을 분석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

기 데이터 객체 변형 결정 모듈(502)과 관련된 비교 모듈(508)은 애플리케이션(510)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객체 변형을

프로비저닝되는 단말기와 비교함으로써 전달할 올바른 객체를 결정한다. 상기 전달 서비스(502)는 도 3과 관련하여 설명

된 프리젠스 서비스(310)에 대응하는 프리젠스 서비스(512)로부터 적합한 단말기 유형을 결정한다. 상기 비교 모듈(508)

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합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전달할 올바른 데이터 객체 변형을 결정한 경우, 상기 전달 서비스(500)는 상기 데이터 객체를 단말기에 전달한다. 이러한

기능은 도 5에서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504)로 표현된다. 상기 모듈(504)은 다수의 전달 옵션을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상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504)은 푸시 서비스, 풀 서비스, 또는 다른 전달 방법을 통해 데이터 객체를 전달하도록 구

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가 푸시 채널을 통해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504)은

상기 객체를 단말기에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통지 서비스(예를 들어 도 3의 통지 서비스(308))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메시징 능력을 갖는 단말기는 상기 푸시 채널을 통해 데이터 객체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가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달 서비스(500)의 데이터 객체 전달 모듈(504)은 통지 서비스에게 단말기가

풀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객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통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한다. 이 주소는 전달 서비

스 내에 있는 HTTP 종단점과 같은 종단점을 가리킬 것이다.

또한, 전달 서비스(500)는 네트워크 에지 캐시(506)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 이동 단말기

를 위한 네트워크 에지 캐싱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캐싱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단말기 관

점에서 전달 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따라 수행되는 예시적인 프로비저닝 절차의 블록도이다.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가 인트라넷/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동 클

라이언트를 프로비저닝하는데 사용되는 일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 예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은 예시를 위해 뱅킹 애플리케이션(600)인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뱅킹 애플리케이션(600)

은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602)를 통해 은행 거래를 시작하도록 허용한다.

상기 애플리케이션(600)은 단말기(602)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는 어떤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지만, 본 예

는 뱅킹 애플리케이션(600)이 자바(Java)(상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어, WAP 전송 계층을 통해 통신하는 자바

MIDlet을 이용하여 이동 클라이언트(602)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의 일련의 이벤트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비저닝 절차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예는 단지 대표적

인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본 발명이 상기 예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단말기(602)는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설정한다. 상기 네트워크는 다양한 통신 지상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연결(A)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602)는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의 프리젠스 서비스(604)

에 접속한다. 상기 프리젠스 서비스(604)는 시스템내의 다른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단말기(602)는 단말기

(602)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의 다른 요소들에 분배하기 위하여 프리젠스 서비스

(604)에 접속한다. 프리젠스 서비스(604)에 접속함으로써, 단말기(602)는 상기 단말기(602)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는 것을 프리젠스 서비스(604)에 통지하고, 또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릴레이한다. 상기 정보는 예를 들어 단말기 유형,

저장 용량, 및 상기 단말기(602)를 특징짓는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 단말기(602)의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600), 이 예에서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연결(B)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602)는 WAP 브라우저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 이 예는 단말기(602)가 아직 애플리케이션(600)을 사용하도록 프로비저닝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상기

단말기(602)는 애플리케이션(600)을 액세스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듈(예를 들어, MIDlet)을 포함하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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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602)가 접속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600)은 상기 단말기(602)가 프로비저닝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

결(C)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에 접속한다. 뱅킹 애플리케이션(600)은 서비

스 로직 모듈(610)에 접속하여, 단말기(602)가 뱅킹 애플리케이션(600)을 액세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단말기

(602)를 프로비저닝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애플리케이션(600)은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내에서 프로비저닝 프로세스

를 시작하도록 서비스 로직 모듈(610)에 통지하고, 프로비저닝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서비스 로직 모듈(610)에 제공한

다. 예를 들어, 단말기(602)가 애플리케이션(600)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600)은 애플리케이션(600)에 의해

결정된 단말기 주소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애플리케이션(600)은 뱅크 애플리케이션(600)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애플리케

이션 주소, 애플리케이션 MIDlet 위치, 및 WAP 설정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액세스되는 방법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응답하여, 연결(D)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로직 모듈(610)은 전달 서비스 모듈(612)이 MIDlet를 단말기(602)에

전달하도록 명령한다. 실제로 MIDlet를 전달하기 이전에, 애플리케이션(600)으로부터 적합한 MIDlet를 획득하고 적합한

전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동작들이 전달 서비스(612)에 의해 수행된다. 연결(E)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전달 서비스(612)는 프리젠스 서비스(604)에 단말기(602)가 이전에 제공한 단말기 유형을 문의한다. 이 예에 있어서,

예시하기 위하여 상기 단말기(602)는 단지 WAP 및 자바 능력만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달 서비스(612)에

제공되고, 응답하여 상기 전달 서비스(612)는 연결(F)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적합한

MIDlet를 검색한다. 그 다음 전달 서비스(612)는 검색된 MIDlet를 임시로 저장하고, 상기 MIDlet를 요청 단말기(602)로

전달하도록 준비한다.

프리젠스 서비스(604)에 의해 전달 서비스(612)에 이전에 제공된 단말기 유형 정보로부터, 전달 서비스는 예를 들어 단말

기(602)가 MIDlet를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 이것은 단말기가 MMS와 같은 직접 전달 메시징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연결(G)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전달 서비스(612)는 통지 서비스(614)에

접속한다. 상기 전달 서비스(612)는 통지 서비스(614)에게 뱅크 MIDlet가 전달 서비스 주소에서 입수가능하다는 통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한다.

연결(H)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통지 서비스(614)는 프리젠스 서비스(604)에게 문의하고, 단말기(602)가 WAP 푸시 능

력을 갖는다는 것을 결정한다. 푸시 기술은 네트워크내의 등록된 수신기들에 데이터를 "푸싱(pushing)"하거나 활동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푸시 메시지는 WML과 같은 XML 애플리케이션인, 서비스 개시자(SI; Service Initiator) 및 서비스 로딩

(SL; Service Loading)과 같은 상이한 데이터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SI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나타내는 균일 자원 식별

자(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및 짧은 메시지 형태를 가지며, WML 문서 형태를 갖는 데이터가 다운로딩 가능하

다는 경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SL은 다른 활동을 인터럽트하고 할당된 서버로부터 메시지가 자동으로 페치(fetch)되게하

며 상기 메시지를 브라우저에 의해 디스플레이되게 할 수 있다.

단말기(602)가 WAP 푸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아는 경우, 통지 서비스(6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전달 서비스

(612) 주소를 갖는 WAP SI를 구성한다. 이 SI는 전달 서비스 주소를 이용하여 전달 서비스(612)로부터 MIDlet를 다운로

드하도록 단말기(602)에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결(I)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통지 서비스(614)는 단말기

(602)에 통지를 전송한다.

통지 서비스(614)로부터 통지를 수신한 후에, 연결(J)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602)는 전달 서비스(612)로부터

MIDlet를 다운로드한다. 연결(K)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전달 서비스(612)는 서비스 로직 모듈(610)에 MIDlet가 단말

기(602)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지한다. 연결(L)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로직 모듈(610)은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에게 뱅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되는 설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단말기(602)의 WAP 설정을 수정하도

록 명령한다. 예를 들어, 단말기의 WAP 설정은 뱅크의 WA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는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매개변수들을 원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매개변수들 중 하나는 보안을 이유로 은행의 WAP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속을 허용하는 WAP 접속 설

정을 갖도록 단말기 설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어떤 종류의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단말기의 현재 매개변수를 포함한

다. 따라서,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는 필요한 단말기 설정 변경을 수행하도록 서비스 로직 모듈(610)에 의해 통지된다.

이러한 변경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는 연결(M)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서비스(604)에

문의할 수 있다. 상기 문의는 연결(A)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스 서비스가 이전에 획득한 단말기(602)에 관한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연결(N)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는 단말기(6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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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WAP 설정을 구성하여, 단말기는 뱅크 애플리케이션(600)에 적합하게 접속할 수 있다. 연결(O)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 관리 서비스(616)는 서비스 로직 모듈(610)에 단말기의 단말기 매개변수들이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통지한

다.

이 시점에서, 도 6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의 프로비저닝은 완료되었다. 연결(P)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602)는

뱅크 애플리케이션(600)에 접속하기 위하여 수정된 WAP 설정에서의 획득된 MIDlet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따라서

원하는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단일 웹 서비스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적어도 다양한 협동 모듈들(604, 610, 612, 614 및 616)이 단일 웹 서비스내에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비

저닝 웹 서비스의 구현은 예를 들어 자바 2 기업 판(J2EE; JavaTM 2 Enterprise Edition) 애플리케이션 콘테이너의 기업

자바빈즈(EJB; Enterprise JavaBeans)로서 수행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EJB는 네트워크에서 전개

될 수 있는, "구성요소(component)"로 지칭되는 재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래밍 빌딩 블록의 생성을 촉진시

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다. J2EE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기능을 위한 사양 및 자바 라이브러리의 상위 레

벨 패키징이다. J2EE 사양을 충족시키는 서버는 기업 측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이언트 측에서 네트워크 애플

리케이션 및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동작하는 멀티-타이어(multi-tier)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한 세트의 웹 서비스는 본 발명의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세트의 웹 서비스에 기초한 구현은 적어도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가 보다 모듈러(modular)하고 개개의 성분이 또한

다른 서비스에 이용가능한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세트의 웹 서비스는 서비스 로직 모듈,

전달 웹 서비스, 단말기 관리 웹 서비스, 통지 웹 서비스, 및 프리젠스 웹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적어도 포함한다. 따라서, 도 6과 관련하여 설명된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 실시예는 단일 웹 서비스로서

구현되거나 한 세트의 독립 웹 서비스로서 구현될 수 있다.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의 또 다른 실시예들은 복수의 웹 서

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고,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608)의 모듈들 중 몇몇은 복수의 웹 서비스로 그룹화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동 단말기들을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블록(700)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네트워

크상에서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를 시도한다. 결정 블록(702)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가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프로비저닝된 경우, 이동 단말기는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다

(704). 하지만, 이동 단말기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경우, 본 발명에 따른 프로비저닝 웹 서

비스가 필요한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이동 단말기(들) 및 네트워크 서비스(들)를 인터페이스(706)한다. 예시된 실시

예에 있어서,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요청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들)를 위한 단일 포인트 인터

페이스로서 기능한다. 이동 단말기는 각각의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되는 요청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을 위

해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서 프로비저닝된다(70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고, 또한 모든

프로비저닝 동작을 수행한다. 이것은 바람직하기로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비저닝 지능(intelligence)을

최소화하고,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다양한 별개의 태양을 수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들)가 다수의 네트워크 장치

와 인터페이스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 웹 서비스는 모든 프로비저닝 기능의 성능을 통합한

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

설정을 구성(710)할 뿐 아니라, 이동 단말기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달(712)한다.

상술된 실시예들은 본 명세서에 설명된 다양한 자동 검출 및 통지 원리의 대표적인 예들이고, 본 발명은 상기 예시된 실시

예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상술된 사양을 이용하여, 본 발명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조합을 생성하기 위하여 표준 프로

그래밍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 프로세스, 또는 제조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독출 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하는 결과적인 프로그램(들)은 메모리 장치 또는 전송 장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컴

퓨터 사용가능 매체 내에서 구현될 수 있고,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또는 제조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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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computer program

product)"이라는 용어는 메모리 장치 또는 전송 매체와 같은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의 (영구적으로, 임시로, 또는 일시적으

로) 컴퓨터 프로그램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일 매체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거나, 매체의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거나, 하나의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코

드를 복사하거나, 전송 장치를 사용하여 코드를 전송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다른 것을 수행하는 것은 본 발명을 생성하거나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준비 단계 또는 최종 단계로서 단지 프로그램 코드를 일시적으로 포함하는 메모리 또는 전송 장치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디스켓,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램(RAM), 롬(ROM), 프로그램 가능 읽기 전용 메모

리(PROM) 등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전송 장치는 인터넷, 인트라넷, 전화/모뎀 기

반 네트워크 통신, 배선/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셀룰러 통신, 무선파 통신, 위성 통신, 및 다른 정지 또는 이동 네트워크 시

스템/통신 링크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기계는 청구범위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메모리/저장 장치, 통신 링크, 통신/전

송 장치, 서버, I/O 장치 또는 그 부속 구성요소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시스템을 포함

하거나,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조합 또는 그 부속 조합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시스템의 개별적

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구성요소를 생성하는데 적합한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

퓨터 하드웨어와 상술된 바와 같이 생성된 소프트웨어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형들 및 추가들이 상술된 다양한 실시예들에 수행될 수 있다

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결합된 지상선 및 이동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인터넷과

같은 전세계 네트워크에 이르는, 어떤 유형의 네트워킹 환경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술된 실시예로부터, 당업자는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발명의 적용가능성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된 특정 실시

예들에 제한되지 않고, 이하 설명되는 청구범위 및 그 균등물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실시예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로직 모듈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달 서비스 모듈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웹 서비스에 따라 수행되는 예시적인 프로비저닝 절차의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711632

- 17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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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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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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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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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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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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