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7041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H04Q 7/3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2월05일

10-0470418

2005년01월27일

(21) 출원번호 10-1999-7001427 (65) 공개번호 10-2000-0035805

(22) 출원일자 1999년02월22일 (43) 공개일자 2000년06월26일

번역문 제출일자 1999년02월22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7/015144 (87) 국제공개번호 WO 1998/09462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7년08월28일 (87) 국제공개일자 1998년03월05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랜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

엘, 아이슬란드, 일본, 케냐, 키르기즈,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

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

니아, 몽고, 말라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터어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

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가나, 시에라리온,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 짐바브웨,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가나, 짐바브웨,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랜

드,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넹,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

네,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705,239 1996년08월30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에릭슨 인크.

미합중국 27709 노쓰 캐롤라이나주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다비스 드라이브 511

(72) 발명자 코레브자보

미합중국27713노스케롤라이나덜함해리어코트1200

호이럽칼스텐

미합중국27603노스케롤라이나라레이졸단리지란509

(74) 대리인 최재철

서장찬

권동용

심사관 : 김지강

(54) 제한된 가입자 식별 카드를 이용하여 다중 셀룰러 전화 시스템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등록특허  10-0470418

- 2 -

요약

멀티-모드 이동국은 복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공통인 적어도 소정의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

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수용한다. 이동국은 또한 이동국 동작을 지원하는 각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

스템에 고유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내부 메모리를 포함한다. 소정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이동국 동작에 대해 선택되고 삽입된 SIM 카드가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

함하지 않으면, 공통 정보가 SIM 카드로부터 인출되어, 이동국 동작이 시행될 때 선택된 형태의 시스템에 지정된 내

부 메모리 저장된 고유 정보와 결합해서 사용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 위성 또는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멀티-모드 이동국.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통신 시스템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멀티-모드 이동국(multi-mode mobile station)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삽입된 가입자 식별 모듈(SIM :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가 지원되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형태 중

선택되지 않은 시스템과 관련하여 완전한 통신 표준 요구 가입 정보(communication standard required subscriptio

n information)를 포함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상이한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중 선택된 시스템내에서 동작 

가능한 멀티-모드 이동국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지역에 있는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기에 유용

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커버리지(coverage) 확장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통신 옵

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저 인구밀도인 시골지역은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하부구조를 설치하는 비용을 정당화할만큼 실질적으로 충분히 잠재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 베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명백히, 이런 시골지역에는 종종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종래의 유선(고정) 전화 서비스가 부족하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용량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통신의 역동적이 

성공과 수용에 의해서 가입자 중가가 이루어졌다. 사용자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일부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은 피크 사용 시간동안 과부하된다. 확장을 정당화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일부의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의 하부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의 하부구조의 확장을 인가하는 것에 대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정부 규제는 서

비스 제공자가 증가하는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앞선 문제들은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이런 시스템은 지구표면위의 궤도내에 위

치된 통신 위성에 의존하여 이동국(또한 '사용자 단말기'로 불림)간에 그리고 종래의 지상 셀룰러와 유선 전기통신 시

스템간의 전화통신을 중계한다. 서비스와 가격 둘 모두를 고려했을때,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1차

적인 장점은 단일의 위성이 시골 및 도시지역 둘 모두를 포함하는 실제의 서비스 지역에 분포된 다수 사용자의 전기

통신 요구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의 위성이 모든 나라에 걸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성들은 종래의 지상 셀룰러 및 유선 전기통신 시스템 하부구조의 설치가 가능하기는 하나 어려운 세계

의 지역(바다 표면 및 먼 산 등)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및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상이한 통신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것은 잘 공지되

어있다. 또한, 다수의 상이한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각 통신 시스템은 상이한 

통신 표준에 따라 동작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ACeS(Asia Cellular Satellite)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

템에 액세스(access)해서 사용하길 바라는 가입자는 ACeS 통신 표준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국을 소유 및

사용해야한다. 그 가입자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통신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액세스하

여 사용하길 원한다면, 그 가입자의 이동국은 GSM 통신 표준에 따라 동작하도록 구성되야만 한다. 비슷하게, 이동국

은 어떤 다른 원하는 지상 또는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예를 들어, I-CO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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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AMPS 또는 D-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형태의 또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

m) 형태의 지상 셀룰러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알맞게 구성되야만 한다.

최근에, 이동국 설계가 발전함에 따라 가입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모드 이동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멀티

-모드 장치는 2개 이상의 사용 가능한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중 선택된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국은 GSM 통신 표준에 따른 하나의 모드에서 및 PCS 통신 표준에 따른 또 다른 모드에서 동작

하도록 구성된 지상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이

동국은 GSM과 같은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중 하나 및, ACeS와 같은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중 하나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국으로의 액세스는, 지상 및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둘 모두의 동작에 배치하는 

것에 관련해서, 전세계에 걸쳐 가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다수의 유용한 형태의 지상 또는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중 어느 한 형태의 시스템에서 적절한 멀티-모드 이동

국 동작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통신 표준인 가입 정보는, 이동국에 삽입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에 저장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SIM 카드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가입자 정보의 중앙 기억부(central store)가 있다는 것 

외에, 가입자 및 이런 가입자의 가입이 어느 특정한 이동국에 더 이상 고정(또는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가입자는 개인 SIM 카드를 SIM 지원 이동국에 삽입하고, 그 즉시 자신의 가입에 액세스하여 셀룰러 전화를 호출 및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멀티-모드 이동국이 특정 형태의 지상 또는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실상 그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 통신하길 원하지만, 삽입된 SIM 카드가 그 특정 시스템에서 알맞은 멀티-모드 이동국 동작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특정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멀티-모드 이

동국은 ACeS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및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둘 모두에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삽입된 가입자 SIM 카드는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따른 동작에만 관련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소정의 ACeS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는 사용 가능한 GSM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에 맞지 않거나 그 가입 정보와 같지 않다. 따라서,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설정된 위

치에서의 가입자에게 유용하지 않다면, ACeS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이 이동국 액세스에 유용하더라도,

SIM 카드가 ACeS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국은 그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없게 된다.

Charbonnier에 의한 'Perspective for Mobile Communication', 316 Commutation ＆ Transmission 15 (1995)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로 불리는 차세대 시스템 형태를 설명한다. 그 시스템은 이

동시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 및 화상 서비스를 도입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을 향상시킨다.

가입자 삽입 SIM 카드가 멀티-모드 동작에 필요한 지상 및 위성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도

, 멀티-모드 이동국이 다양한 형태의 지상 및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멀티-모드 동작을 지원하

고 그 통신 시스템에 액세스할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된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둘 모두에서 동작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멀

티-모드 이동국은,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둘 모두에 공통인 적어도 소정의 통신 표준 요청 가

입 정보를 저장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수용하기 위한 슬롯을 포함한다. 공통적이라는 것은, 통신 표준 요

청 가입 정보가 각 시스템에서 일치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국은,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

신 시스템 둘 모두에 비공통(uncommon)인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내부 메모리를 포함한다. 비공통이

라는 것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각 시스템에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삽입된 SIM 카드가 원하는 형태의 셀

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국 동작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해서 셀룰러 통신에 관여할 시에 SIM 카드에 저장되는 공통 정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SIM 카드에 없는 고유

의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내부 메모리에서부터 판독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첨부 도면과 결부될 때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로 더욱 왁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나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및 복수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기통신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종래의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에 대한 디렉토리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모드 이동국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4A 및 4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의 동작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이제, 도 1을 참조로 기술되는데, 도 1은 하나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및 복수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을 포함하는 전기통신 시스템(1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

템(12)은 복수의 상호 연결된 위성 액세스 노드(access node)(16)(하나만 도시됨)를 포함한다. 각 위성 액세스 노드(

16)는 이동 전화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20)에 연결된 지상 기지국(LES: land earth station)(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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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은 지상 표면위의 궤도에 위치된 복수의 위성 트랜시버(transceiver)(22)

(하나만 도시됨)를 더 포함하다. 지상 기지국(18)은 무선 주파수 통신 링크(24)를 통해 위성 트랜시버(22)와 통신한다

. 위성 트랜시버(22)는 무선 주파수 통신 링크(28)를 통해 이동국(26(1))(하나만 도시됨)과 통신한다. 따라서 위성 트

랜시버(22)는 통신 링크(24 및 28)를 통해 지상 기지국(18)과 이동국(26(1))간에 전화 통신(및 관련 제어신호)을 중

계한다. 이동 전화 교환국(20)은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내에서 이동국(26(1))에 의해 발생되거나 이동국(2

6(1))에서 종료되는 전화 호출을 전기통신 시스템(10)의 다른 부분과 스위칭(switching)한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을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것은 당업자에게 양호하게 공지되고, 그러므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는다.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 각각은, 무선 주파수 통신 링크(32(1) 및 32(2))을 통해 이동국(26(2) 

및 26(3))(시스템당 하나만 도시됨)과 각각의 전화 통신(및 관련 제어신호)을 각각 송신하기 위한 복수의 기지국(BS :

base station)(30)(2개만 도시됨)을 포함한다. 각 기지국(30)은 이동 전화 교환국(MSC)(34)을 통해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내의 다른 이동 전화 교환국(도시되지 않음)으로 연결된다. 이동 전화 교환국(34)은 각 지상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14)내에서 이동국(26(2) 및 26(3))에 의해 발생되거나 이동국(26(2) 및 26(3))에서 종료되는 전화 호출

을 전기통신 시스템(10)의 나머지 부분과 교환한다.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을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양호하게 공지되고, 그러므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는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에 대한 각 위성 액세스 노드(16)의 이동 전화 교환국(20)은 통신 링크(36)에 의해 

고정 전화 네트워크(38)(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다른 등가의 전화 네트워크를 포함)에 연

결된다. 비슷하게, 각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이동 전화 교환국(34)는 통

신 링크(40(1) 및 40(2)) 각각에 의해 고정된 전화 네트워크(38)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동 전화 교환국(20 및 34)

의 동작도 이동국(26(1), 26(2) 및 26(3))에 의해 발생되거나 이동국(26(1), 26(2) 및 26(3))에서 종결되는 전화 호출

을 고정 전화 네트워크(28)를 통해 교환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각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이 2개의 기지국(30)만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

스템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기지국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개의 기지국만을 예시한 것은 본 발명의 동작을 제

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의 도시를 간단

히 하기 위해 이동 전화 교환국(34)이 하나만 도시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서로(고정된 전화 네트워크(3

8)를 통해) 상호 연결된 다수의 이동 전화 교환국을 포함하고, 각 이동 전화 교환국은 복수의 기지국(30)에 연결된다. 

결국, 통신 시스템(10)은 통상적으로 임의의 시점에서 동작하는 소수의 이동국(26)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동국(26

)을 포함한다. 소수의 이동국(26)을 도시한 것은 본 발명의 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및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 및 14(2)) 각각은 상이한 통신 표준에 따라 

동작하고, 이러한 표준을 요구하는 각 이동국(26)은 소정의 연관 가입 정보를 사용하고 그 가입 정보에 액세스한다. 

통상적으로, 이동국(26)(이동국(26(1), 26(2) 및 26(3))은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만 관련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에 따라 미리 프로그래밍 된다. 예를 들어, 이동국(26(2))은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

템(14(1))의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로만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그 후, 그 이동국(26(2))은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14(1))내에서만 동작하게 구성 및 제한된다. 알맞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이동국 액세스 및 사용

에 유용하지 않을 때, 설정된 위성 또는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14(1) 또는 14(2))에서 이동국(26)을 동작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동국 설계에서 최근의 발전에 따라, 가입자 사용에 유용한 멀티-모드 이동국(26')이 만들어졌다. 이런 멀티-모드 

장치는 둘 이상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중 선택된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국(26')은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에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모드에서 및 제 2 지상 셀룰러 전기통

신 시스템(14(2))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지향되고 구성되는 지상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이동국(26')은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에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모드에서 및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도시된 바와 같이)지향되고 구성된 위성 

및 지상 시스템 둘 모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멀티-모드 이동국(26')은 동작고자 하는 각 시스템(12, 14(1) 또

는 14(2))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에 액세스해야 한다.

종래의 이동국(이동국(26(1), 26(2) 및 26(3) 등)과 달리, 다수의 유용한 형태의 지상 또는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

스템(12, 14(1) 또는 14(2)) 중에서 하나의 선택된 시스템에서 적절한 멀티-모드 이동국(26') 동작에 필요한 통신 표

준 요청 가입 정보에 대해 이동국 사전-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대신해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는

, 가입자가 소유하고 이동국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46)로부터 이동국(26')에 저장되고 이동국(26

')에 의해 액세스된다. SIM 카드(46) 사용의 주요 장점은, 가입자가 하나의 특정한 이동국만을 사용하도록 정해지거

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해서 가입자는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SIM 카드(46)를 지니고 다녀야 하고, 그 후 

임의의 SIM 카드 호환 이동국 또는 전화를 사용해서 그 가입에 액세스하고, 그리고 셀룰러 전화를 호출 및 수신한다.

이제, 도 2를 참조로 기술되는데, 도 2는 종래의 SIM 카드(46)의 디렉토리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SIM 카드(46)는, 

SIM 카드를 소유한 가입자가 가입된 각 위성 또는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14(1) 또는 14(2))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토리(48)를 포함한다. 멀티-모드 이동국(26')에 의해 지원되는 위성 또는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14(1) 또는 14(2))중 설정된 한 시스템에서 동작하길 바랄 때, 이동국에 의해 SIM 카드(

46)에서부터 그 시스템에 대한 알맞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SIM 카드(46)가 알맞게

연관된 디렉토리(48)를 포함하지 않으면 설정된 위성 또는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14(1) 또는 14(2))에서

의 동작은 불가능하다.

종래의 SIM 카드(46)의 각 디렉토리(48)내에 포함된 정보는 당업자에게는 잘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재검토

하면, 포함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소정 부분(50)이 각 디렉토리(48)에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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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하나의 디렉토리(48)에서 발생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포함된 다른 디렉토리 각각에서의 가입 정

보와 같거나 거의 등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포함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나머지 부분(52)은 디렉토리(4

8)간에 비공통적이다. 비공통적이라는 것은, 각 디렉토리(48)에서 발생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그 디렉토리에 

고유한 것이거나, 나머지 디렉토리에서 등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국(26')은, 셀룰러 통신이 바라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알맞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에 액세스하고 그 

가입 정보를 사용해야한다고 인지되었다. 그러나, 삽입된 가입자 SIM 카드(46)가 원하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용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 이동국(28')은 SIM 카드(46)로부터 알맞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동작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도 3을 참조로 기술되는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모드 이동국(26')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이동

국(26')은 복수의 트랜시버(56)에 연결된 프로세서(CPU)(54)를 포함한다. 트랜시버(56)는 상이한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및 채널에서 동작하도록 각각 구성된다. 프로세서(54)로부터의 출력신호에 의해, 각 트랜시버(

56)가 통신하기 위해 동작되는 정확한 채널이 선택될 수 있다. 안테나(58)는, 예를 들어, 도 1의 위성 트랜시버(22) 및

기지국(30)을 사용하는 전기통신 시스템(10)을 통해 무선 통신(음성 및 데이터 둘 모두)을 송수신하는 트랜시버(56)

에 연결된다. 데이터 저장 장치(60)(바람직하게는 반영구 메모리 형태)도 프로세서(54)에 연결된다. 데이터 저장 장치

(60)는 이동국(26')의 제어 동작시 프로세서(54)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이동국(

26')은 프로세서(54)에 연결된 SIM 카드 슬롯(62)을 더 포함한다. 프로세서(54)는 SIM 카드 슬롯(62)을 통해 가입자 

삽입 SIM 카드(46)와 통신한다. 이동국(26')에 포함된 다른 소자(64)(마이크로폰, 스피커, 키패드, 디스플레이 등)가 

있으며, 이는 도 3에 특별하게 도시되지 않았고, 이런 소자들의 특성, 동작 및 예시된 소자와의 상호연결은 당업자에

게 잘 공지되어 있다.

데이터 저장 장치(60)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동국(26')이 동작을 지원할 수 있는 복수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각각

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비공통부(52')를 포함한다. 도 2를 더 참조하면, 삽입된 SIM 카드(46)는, 디렉토

리(48)로부터 인출된 이동국(26') 동작 정보(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 포함)에 대한 1차 소스로 남아있다. 그러나, SI

M 카드(46)는 셀룰러 통신이 원하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용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는 디렉토리(48)

를 갖고있지 않을 경우, 이동국(26')은 삽입된 SIM 카드(46)상에 포함된 디렉토리(48)로부터 공통부(50)를 인출하고 

그 후 자신의 데이터 저장 장치(60)에 저장된 비공통부(52')를 사용하여, 원하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통해 동작

하는데 필요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완성한다.

이동국(26')의 동작은 특정한 예를 참고로 양호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동국(26')이,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내의 다수 채널에서 기능하는 트랜시버(56(1)),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내의 다수의 채널에서 기능

하는 트랜시버(56(2)) 및, 제 2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2))내의 다수의 채널에서 기능하는 트랜시버(56(n))

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 장치(60)는 지원되는 위성 및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14(1) 

및 14(2)) 각각에 관련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비공통부(52')를 저장한다. 이제, 가입자 삽입 SIM 카드(46)가, 

제 1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에 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는 제 1 디렉토리(48(1)) 및, 나

머지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관한 제 2 디렉토리(48(2))만을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동국(26')이 제 1 지상 셀

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1))에서 동작하고자 하면, 필수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는 종래의 방법으로 SIM 카드(46)

디렉토리(48(1))에서부터 간단히 인출된다. 이동국이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2) 또는 제 2 지상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14(2))중 어느 하나에서 동작하고자 하면, 이동국(26')은 삽입된 SIM 카드(46)가 알맞은 디렉토리(48) 

및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대신해서 이동국(26')은 SIM 카드상에 포함된 디렉토리(48(1)

또는 48(2))에서부터 정보의 공통부(50)를 인출하고, 그 후, 데이터 저장 장치(60)상에 저장되고 위성 셀룰러 전기통

신 시스템(12) 또는 제 2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14(2))중 선택된 시스템에 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비공통부(52')를 사용하여, 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동작을 지원하게 된다.

공통 및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간의 식별 및 차이는 특정한 예를 참고로 양호하게 이해될 수 있다. ACeS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및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둘 모두에 관련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포함된 SIM 카드(46)를 예로 들어보자. 각 디렉토리(48)는 복수의 기본 파일로 구성된다. 표 1은, 제 1 

세로열에 SIM 기본 파일 명칭을 기재하고, 제 2 세로열에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파일들

의 내용(즉,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 그리고 제 3 세로열에서 ACeS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파일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표 1]

SIM EF GSM 내용, 사용법 ACeS 내용, 사용법

IMSI 가입자 식별 GSM과 동일

*LOCI

TMSI, LAI, LU 상태;

LAI는 MCC, MNC, 및 LAC로

구성

LAI+, TMSI, LU 상태; LAI+는 PLMN(MCC/MNC),PSMN(S

SC/SNC), LAC로 구성됨

*Kc, 암호 키 Seq. 

#
최종 암호 세션의 결과

Kc ＆ 암호 키 Seq.#이나

GSM과 같지 않음

Ki 가입자 인가 키 GSM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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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N 선택기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우호 PLMNs의 목록

우호 PSMN 목록.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우호 PSMNs의

목록

*금지된 PLMNs
서비스를 선택하기위한 PLMN

s NOT의 목록.
금지된 PSMNs.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PSMNs NOT의 목록.

*BCCH 테이블 BCCH 테이블. S-BCCH 테이블. 인접 스팟빔 디스크립터.

액세스 제어 클래스 셀로의 액세스 제어 GSM과 동일

SIM 서비스 테이블
무슨 특성이 SIM에서 사용가

능한 지를 지정
GSM과 동일.

우호 언어 우호 언어 GSM과 동일

축적된 호출 미터 

최대
ACM의 최대값. GSM으로부터 분리(ACeS가 AOC를 사용하면)

축적된 호출 미터 AOC를 사용하여 차지를 축적 GSM으로부터 분리

그룹 ID 레벨 1 사용된 w/CUG GSM과 동일

그룹 ID 레벨 2 사용된 w/CUG GSM과 동일

*셀 동보통신 Msg.

Id

필터 프로(fro) CB 메시지로서

사용.
N/A; ACeS에서 셀 동보통신 없음.

HPLMN 탐색 주기
홈(home) PLMN에 대한 주기

적 서치 간의 시간
GSM과 동일하나, HPSMN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됨.

페이스(Phase) ID
SIM을 페이스 1 또는 2로

식별
ACeS 페이스 ID.

PUCT
유니트당 가격 ＆ 커런시

테이블
GSM으로부터 분리

서비스 제공자 명칭 서비스 제공자 명칭 GSM과 동일

Admin 데이터 관리 데이터 GSM과 동일

*HPLMN 표시기 N/A - ACeS만 HPLMN는 위성 또는 GSM임.

*PSMN 선택기 N/A - ACeS만 홈 PSMN

*빔쌍 LAI 리스트 N/A - ACeS만 현재의 LA에 대해 유효한 빔쌍 LACs

*Op 모드 N/A - ACeS만 모드: TO, TP, SO, SP.

공통 또는 호환 가능한 정보 내용을 갖는 기본 파일의 구성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상기 설명된 기본 파일의 대부분은 ACeS 형태의 위성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및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 둘 모두에서 사용되고 동일하거나 등가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본 파일은 적어도 이러한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공통부(50)를 포함한다. 그러나, 호환되지 않거나, ACeS 형태의 위성 셀

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또는 GSM 형태의 지상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중 어느 한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

해 필요로 되는, 이런 기본 파일(*로 식별됨)은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의 비공통부(52)를 포함한다. (지원되는 각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이러한 기본 파일의 디폴트(default) 정보는 이동국(26')용 데이터 저장 장치 (60)의 비공통

부(52')에 저장되고, 삽입된 SIM 카드(46)가 원하는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동국 액세스 및 이용에 유용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해서, 파일 공간이 데이터 저장 장치(60)의 

비공통부(52')에 대해 남겨지고, 가입자는 비공통부(52')에 대해 필요한 특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도 4A 및 도 4B를 참조로 기술되는데, 도 4A 및 4B는 이동국(26')의 동작을 예시하는 흐름도 이다. 단계(100)

에서, 이동국은 다수의 사용 가능한 전기통신 시스템들중 하나가 동작용으로 선택되는지를 식별한다. 단계(102)에서,

선택된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응하는 SIM 카드상의 디렉토리가 선택된다. 결정 단계(104)에서, 선택된 디렉토리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yes 면(흐름106), 이동국의 동작은 SIM 카드상에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사용해서 당업자에게 양호하게 공지된 종래의 방법으로 계속된다(단계(108)). no 면(흐름(110)), 이동국은 단계(112)

에서 SIM 카드에서부터 국제 이동전화 가입자 식별(IMSI) 번호를 판독한다. 결정 단계(114)에서, 판독된 IMSI 번호

가 이동국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이전에 저장된 IMSI 번호와 일치하는지가 결정된다. 이 단계는, 본이동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이동국을 가장 최종으로 사용했던 가입자와 같은지를 여부를 반드시 검사한다. IMSI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흐름(116)), 이는 이동국을 현재 사용하는 가입자가 새로운 가입자이고 이동국의 데이터 저장 장치

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저장된 위치 정보는 단계(118)에서 삭제되어, 이동국으로 하여



등록특허  10-0470418

- 7 -

금 선택된 전기통신 시스템을 재등록(즉,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위치 갱신을 수행)하게 한다. 그 후, 포함된 기본 필드(

예를 들어, 암호키 및 암호키 시퀀스 번호) 중 소정의 것(들)에 대한 저장값이 삭제되고(단계(120)), 그 후 후속 인가(

이하에 다시 기술됨)의 결과로서 갱신된다. 단계(122)에서, 저장된 동작 데이터의 일부, 예를 들어, 위성 또는 지상 셀

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제공자의 선택을 변경하고 금지된 제공자의 목록을 식별할 기회가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그 후, 단계(114)에서 IMSI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흐름(124)), 이동국은 채널 탐색을 수행하고 선택된 전기통신 시

스템에 대한 제공자를 선택한다(단계(126 및 128)). 위치 갱신이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단계(130)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위치 정보가 단계(118)에서 이전에 삭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 위치 갱신이 필요하면(흐

름(132)), 인가가 역시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단계(134)에서 이루어진다. 전기통신 시스템 및 SIM 카드(이

동국이 아님)간에 인가 과정이 수행될 때 인가를 요구하여, SIM 카드가 없는 이동국의 동작이 방지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인가가 필요하면(흐름(136)), 가입자 인가 키가 SIM 카드에서부터 인출되어 인가 과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단계(138)). 그 후, 단계(140)에서, 암호키 및 암호키 시퀀스 번호가 갱신되어, 데이터 저장 장치(60)에서 또는 SIM 

카드상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 SIM 카드없이 인가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장치(60)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 후, 단계(136)에서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면(흐름(142)), 이동국은 단계(144)에서 위치 갱신 동작을 수행한다. 그 

후, 단계(146)에서 이동국에 대한 위치 정보는 갱신되어 SIM 카드상에 저장한다. 그후, 단계(130)에서 위치 갱신이 

필요하지 않으면(흐름(148)), 필요에 따라 SIM 카드(46)상에서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60)에서 저장된 통신 표준 요

청 가입 정보를 사용해서 당업자에게 양호하게 공지된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동국 동작이 계속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가 첨부도면에 예시되고 앞선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예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설명 및 정의된 것 처럼,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

고 다양한 재배열, 변경 및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으로서,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해서가 아닌, 상기 제 1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지만,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

M) 카드,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다운로드(download)되지 않는,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각각에 고유한 

일부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슬롯 및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인출하고, 인출된 가입 정

보를 상기 메모리에서부터 획득된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의 셀룰러 통신에 관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

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는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각각 가입된 상이한 디렉토리에 저장

되고, 상기 SIM 카드가 이런 디렉토리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상기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인출하여 상기 제 1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셀룰러 통신에 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

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은 지상 셀룰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셀룰러 시스템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은 위성 셀룰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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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 셀룰러 시스템은 ACeS(Asia Cellular Satellite)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청구항 8.
복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고, 상기 복수의 시스템 각각에 고유한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는 멀티-모드 이동국이 동작하는 방법으로서,

복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들중 소정의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의 시스템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삽입된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상에 저장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확인하는 단계;

저장되어 있다면:

상기 소정의 시스템을 통해 셀룰러 통신에 관여할 시에 사용하기 위해 SIM 카드에서부터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 또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복수의 시스템들간에 공통으로 공유되는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인출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의 시스템을 통해 셀룰러 통신에 관여할 시에,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인출된 것이 아닌, 상기 소정의 시스

템에 대해 내부에 저장된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와, 인출된 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멀티-모드 이동국 동작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은 지상 및 위성 셀룰러 시스템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멀티-모드 이동국 동작 방법.

청구항 10.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으로서,

제거 가능한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수용하는 슬롯으로, 상기 SIM 카드가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해서가 아닌, 상기 제 1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지만, 

저장된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가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슬롯,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다운로드되지 않는,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템 각각에 고유한 일부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상기 이동국내의 메모리 및,

상기 슬롯 및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SIM 카드에서부터 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를 인출하고, 인출된 가입 정

보를 상기 메모리에서부터 획득된 비공통 통신 표준 요청 가입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상기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의 셀룰러 통신에 관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형태의 셀룰러 전기통신 시스

템에서의 통신 동작을 지원하는 멀티-모드 이동국.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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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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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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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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