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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선 통신 유닛(10)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및 방법 각각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인 무선 통신 유닛(10)은 스위칭 장치(20)에 접속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및 프로그램 실행 수단(8)을 포

함한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무선 통신 유닛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

는 다수의 저장 수단(5,6,7)에 제공된다. 위치 정보가 제공되고, 상기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한 일반적인 통신 유닛

(10)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스위칭 장치를 통해서 통신 유닛(10)에 다운

로딩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통신 유닛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인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및 방법 각각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일반적인

무선 통신 유닛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와 같은 무선 통신 유닛의 사용은 전 세계에 걸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목표 시장

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상이한 언어가 사용되고, 상이한 문화적 양상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다수의 면에서, 또한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양상에서 서로 상이하다. 이것은 무선 통신

유닛 제조업자들에 대한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시장에 대하여, 각각의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하는 통신 유

닛을 위한 상이한 소프트웨어 세트가 제공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복잡해지고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특정한 시장을 목표로

하는 통신 유닛에 도입되어야 하고, 또한 훨씬 더 특수한 적응 소프트웨어 세트 생성을 필요로 하는 전화기의 더 특정한 지

역적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경향이다. 사용자가 사용자 특정 요구 및 서비스에 대한 적응을 제공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와 같은 통신 유닛은 또한 취급하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러므로,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는 점점 더 컴퓨터에 유사해지고 고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통상적인 문

제는 사용자가 전화기를 통하여 실제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성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적응 가능성의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전화기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도에 상응하는 정

도까지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5 046 082호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 전화 통신망)을 통하여 셀룰러

전화기 RACT 프로그래밍으로의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연산 데이터는 원격 접속 셀룰러 전화기에 저

장되고 전화기는 이러한 연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거 가능한 메모리, 연산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기억 장

치에 접속된 처리 수단, 오디오 주파수 신호의 전송을 위한 오디오 버스(bus), 및 상기 버스에 접속되는 오디오부와 처리

수단에 접속되는 데이터부를 포함하는 모뎀을 구비한다. 모뎀은 처리 수단과 상기 오디오 버스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

송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더구나, 시스템은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오디오 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검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전화기의 내부 구조에 관한 것이고, 아날로그 시스템을 위한 것이므로, 넓은 유연성, 단순한 전화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일본 특허 출원 제7 067 174호는 확장 소프트웨어를 위한 다운로딩 기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이동 전화 시스템을 나타내

고, 독일 특허 출원 제4 321 381호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화기의 메모리 내에 새롭거나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다

운로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WO 96/32679호는 이동 전화기에서 소프트웨어의 갱신에 관한 것이다. 갱신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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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관리 호스트(host) 및 강화된 서비스 복합체(complex)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 중 어떤 것도 제조하고 취급

하기 쉬운, 가령,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배급하기 쉽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취급하기 쉽고 유연성 있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적응된 또는 시장에 적응된 전화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코드리스 전화기, 임의의 종류의 하이브리드 통신 유닛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각각 필요로 된다.

  다수의 상이한 요구 및 충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다수의 상이한 시장을 목표로 하는 통신 유닛의 제조가 용

이해지고, 더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시스템 및 방법이 또한 필요하다. 통신 유닛의 지역적인 구현 요건 및 적소배치

(niching)가 제조 과정, 통신 유닛 등의 배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또한 각각 필요

하다.

  특히, 통신 유닛의 최종 사용자, 즉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복잡성을 발생시키지 않고, 효율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본 기능성이 변경되고 갱신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각각 필요하다. 또한 특히, 최종 사용자가 시장에 국지적으

로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구현, 및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 또는 아직 시장에 도입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

션에도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각각 필요하다.

  최종 사용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복잡성을 발생함이 없이, 고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갱신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입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가 사용자

에게 개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공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통신 유닛을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없이 갱신이 또한 도입될 수 있는, 셀룰러 전화기, 코드리스 전화기, 임의의 종류의 하

이브리드 통신 유닛 등과 같은 무선 통신용 통신 유닛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커버리지 영역에 걸쳐서 배치되는 다수의 스위칭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각 통신 유닛은 스위칭 장치와의 접속의 설정을 가능하

게 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통신 유닛은 일반적이며 무선 통신 유닛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다수의 저장 수단에 제공된다. 각각의 일반적인 통신 유닛은 접속이 설정될때(가령, 제 1 접촉시),

소프트웨어가 요청되는 것을 스위칭 장치에 표시하는 표시 수단, 및 스위칭 장치와 통신하는 통신 수단을 포함한다. 더구

나, 각각의 일반적인 통신 유닛은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스위칭 장치 또는 통신 수단은 통신

유닛(또는 단순하게 스위칭 장치 자체)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위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일반적인

통신 유닛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통신 수단 또는 스위칭 장치를 통해 통신

유닛에 다운로드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일반적인 통신 유닛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및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는 다수의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단일 소싱(sourcing)은

상이한 방법으로 구현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는 직접 접속되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다.

대안으로, 접속될 수 있는 다수의 복제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수의 통신 수단, 또는 스위칭 장치 자체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스위칭 장치, 또는 이에 접속하는 통신 수단에 제공되는 상기 수단은 복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실시예에서, 표시 수단은 통신 유닛 활성화 수단 자체에 포함되어, 통신 유닛이 처음으로 활성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요청된다. 상이한 실시예에 따르면, 이것은 반드시 처음이거나 처음만일 필요는 없고, 소프트웨어가 요청되는

때를 나타내고, 특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전기통신 유닛에 대하여 공통인 소프트웨어인 기본 소

프트웨어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라 칭하는 전기통신 유닛의 기능성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가 필요로 되는 때를 지적하는 요청 활성화 수단에 제공될 수 있다. 대안 실시예에서, 표시 수단은 활성화 수단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위치 정보, 및 스위칭 장치 또는 통신 수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아마도 어떤 다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서 전기통신 유닛의 활성화가 필요로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통신 수단은 스위칭 장치 자체를 포함한다. 스위칭 장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인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 유닛이 활성화될 때, 가장 가까운 또는 인접한 기지국과의 접속이 설정된다. 어떤 특정의 경우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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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사용자는 가장 가까운 또는 인접한 기지국에 대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한다. 사용자는 예를 들

어, 상이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자기의 모국이 아닌 국가에서 통신 유닛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희망하는 커스터

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이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및 바람직하게는 복제된 데이터베이

스)가 지역성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며, 표시 수단을 통하여 언어 등에 관련된 선택이 행해질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 대화 수단이 제공된다. 대안 실시

예에서, 전기통신 네트워크가 사용되어, 위치 정보가 제공되어 관련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되는 "홈(home)" 스위칭 장치

를 찾아낸다.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인 것이 바람직하고, 통신 유닛이 활성화될때 TCP/IP(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

콜) 채널이 통신 유닛과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같은 스위칭 장치 사이에 설정된다. 소프트웨어 전송 수단, 가령,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이 통신 유닛에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데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통신 유닛에 의해 소프트웨

어가 요청될 때(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 대화에 의하여), 스위칭 장치 또는 특히, 기지국에는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가령,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 PIN(개인 식별 번호), 모델 등과 같은 통신 유닛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

예에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통신 유닛에 다운로딩하기 위하여 소위 풀 기술(pull technique)이 사용된

다. 특정의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기지국과 같은 스위칭 장치는 통신 유닛에 의하여 행해진 소프트웨어 요청에 관한 적절

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query)를 라우팅하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스위칭 장치, 특히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에 국지적으로 배치된 복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통신 유닛에 다운로드된다. 이 장치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

하여 통신 유닛에 전송되는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내용을 수신하고 관리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통신 유닛 사용자가 선

택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은 본 발명에 따라서 다운로딩되지만, 임의의 종래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커스터마

이징되는 기본 기능성 없이 다운로딩될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라서 다운로딩

되는지 또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다운로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택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내용은 푸시 기

술(push technique)을 사용하여 다이내믹하게, 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 대화 방식을 통하여 통신 유닛에 제공된다. 기본

적인 커스터마이징되는 소프트웨어가 본 발명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공되는지 또는 어떠한 다른 공지된 개념으로 다운로딩

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전화기의 기능성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는 푸시 기술을 통하여 다이내믹하고 바람직하게는 자동적으로 갱신되고/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통신 유닛에 제공되는 처리 수단은 JAVATM 칩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astanetTM 튜너는 통신

유닛에 제공된 저장 수단에 다운로딩되거나/될 수 있고, 처리 수단, 예를 들어, 자바(Java) 칩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특

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기지국과 같은 스위칭 장치는 서비스하는 수단, 예를 들어, 카스타넷 프록시(Castanet

proxy)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카스타넷 송신 수단, 예를 들어, 카스타넷 송신기 및 다수의 리피터(repeater)가 다수의 채널,

즉,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터넷에 걸쳐서 공급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내용을 통신 유닛에 배급하고 관리한

다. 가령, CastanetTM(marimbaTM의)은 www.marimba.com/datasheets/castanet에서 이용 가능하고 (97-04-29 현재),

그 내용은 본원에 참조되어 있다.

  대안 실시예에서, 일반적인 처리 수단은 통신 유닛에서 미리-프로그래밍되고, 푸시 기술은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되

는 기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변형, 자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최신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처리 수단은 사용자 대화를 통하여 커스토머(customer) 적응되거나 대안으로, 소프트웨어가 통신 유닛에 다운

로딩된 후에 스위칭 장치, 특히 기지국에 의해 적응이 제공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일반적인 처리 수단은

카스타넷 송신기 및 다수의 리피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CastanetTM 튜너를 포함한다. 기

본 기능성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및/또는 다이내믹하게 갱신되고/업

그레이드되고/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은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디폴트 튜너(default tuner)는 제조 단계에서 설치되고, 이것은 통신 유닛이 활성화될 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즉, 커스터마이징되는 튜너는 다운로딩되어 일반적인 디폴트 튜너를 대체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JAVATM-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및 예를 들면, 본원

에 참조되어 있는 "Are JAVA chips better than general purpose CPUs? Or will new compilers make them

obsolete?, Peter Wayner, November 1996, BYTE pp.79∼88" 등의, 소위 자바 애플리트(applet)가 다운로딩될 수 있

다. 본원에 참조되어 있는 JAVATM 언어: 개요는 1997년 4월 26일자로 www.javasoft.com.80/docs/Overviews/java/

java-overview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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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또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

은 통신 유닛 및 이동 통신 시스템의 스위칭 장치 사이에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통신 유닛 및 소프트웨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스위칭 장치 사이에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써 통신 유닛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

딩하는 상기 스위칭 장치를 통하여 일반적인 통신 유닛에 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이동 통신 유닛의 처리 수단

에서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통신 유닛이 처음으로 활성화

될 때, 또는 대안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표시가 제공될때 소프트웨어, 즉,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청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통신 유닛에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

은 풀 기술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반면, 기본 소프트웨어, 및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의 갱신/변경의 다이내믹한

(자동적인) 다운로딩을 위하여, 푸시 기술이 사용된다. 대안으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을 위하여

푸시 기술이 또한 사용된다. 푸시 기술은 또한 가입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어플

리케이션의 다운로딩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기지국과 같은 스위칭 장치와 접속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기능성 소프트웨어와 수단, 및 통

신 유닛의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내용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코드리스 전화기, 또는 하이브리드 통신 유닛과 같은 통신 유닛이 또한 제공

된다. 처리 수단은 프로그램 실행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화기는 JAVATM 칩을

포함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물론 또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통신 유닛이 인

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운로딩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실행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

안 실시예에서, 인트라넷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은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코드리스 전화기와 같은 무선 통신 유닛이 일반적으로 목표 시장에 관계없

이 제조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또는 국내 시장이 어디이고 희망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지적함으로써, 목표 시장 또는 국

내 시장에 대하여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장점은 일반적인 통신 유닛이 별도의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

지 않고, 새롭고 상이한 시장이 개척될 때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필요없이 제조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용이

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장점은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백 엔드(back-end) 기능성, 즉,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유닛의 성능에 중요하며 제조하는 동안에 설정되는 기능이 사용자 또는 제조자의 임의의 대화가 전

혀 없이, 또는 간단한 대화형 명령을 통하여 다이내믹하게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점은 사용자가 임의의 프로그

래밍 또는 복잡한 단계를 수행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접속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하에서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더 서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2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도 1에 따라서 다운로딩되는 푸시 기술을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통신 유닛

으로의 다운로딩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3은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새롭고/거나 갱신하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 어플리케이

션이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다운로딩되는 통신 유닛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셀룰러 전화기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5는 GSM 시스템에서의 본 발명의 개념의 구현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6은 혼합된, 예를 들어, 비호환성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본 발명의 개념의 구현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7은 풀 기술을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것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는 가입된 서비스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등 갱신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을 나타내는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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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는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것을 나타내는 흐름도.

실시예

  도 1에서 통신 유닛은 셀룰러 전화기(MS)(10)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코드리스 전화기, 어떤 종류

의 하이브리드 전화기 또는 임의의 다른 종류의 통신 유닛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 기지국이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필수적인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지국(20)만이 도시되어 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셀룰러 전화기가 사용된다. 여기서 기지국(20)이 단지 기지국으로서 도시되어 있을지라도, 본 발

명은 물론 기지국이 GSM 시스템에 또한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해야만 하고, 그 경우에, 기지국은 기지국 송수신기(BTS)에

접속되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포함한다. 셀룰러 전화기(10)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기 전에, 임

의의 종류의 소프트웨어로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전화기에 최초로 포함되는 소프

트웨어는 예를 들어, 기지국과의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최소의 소프트웨어 즉, 어떤 제어 논리 등인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일군의 셀룰러 전화기가 제 1 국가에서 제조된다. 동일한 일반적인 전화

기가 어디에서든지 사용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즉, 목표 국가 또는 목표 지역 또는 임의의 다른 특정 영역에서 국지적으

로 적응되기 때문에, 전화기는 제조 업자가 셀룰러 전화기의 목적지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

이, 전화기는 실제로 활성화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임의의 희망하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희망하는 특성, 예를 들어, 언어 등은 방식 등을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국가, 지역 등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상기 지역, 국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데, 즉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딩된

다.

  도 1에서, 셀룰러 전화기가 자신이 등록될 국가/지역 또는 어떠한 소정의 위치에라도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셀룰러

전화기(10)가 스위치 온되거나 활성화된다. 그리고 나서, 셀룰러 전화기는 종래의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기지국(20)을 찾

아낸다(1). 본 발명에 따르면, 셀룰러 전화기와 기지국(20) 사이에 채널(2)이 설정되며,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전송할 수 있

게 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30)로서

인터넷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대안 실시예에서, 희망하는 영역을 커버하

는 의미의 글로벌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트라넷이 인터넷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인트라넷은 또한 인터넷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다른 글로벌 또는 미래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또한 사용될 수 있고,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

나, 인터넷이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서 사용되는 경우, 셀룰러 전화기(10)와 기지국(20)과의 사이에 설정되는 채

널은, 예를 들면, TCP/IP 채널(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이다. TCP/IP는 예를 들어, E-메일용의 적은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SMTP),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 등과 같은 다수의 하위프로토콜을 또한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전송 프

로토콜, 예를 들어, FTP를 통하여, 파일이 셀룰러 전화기(10)에 전송될 수 있다. 전화기가 스위치 온되어 활성화되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발견되었을 때, 셀룰러 전화기(10)는 기지국(20)에 예를 들어, 전화기 모델,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

덴티티), PIN 등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즉,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요청한

다는 것을 기지국(20)에 통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절차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대안 실시예에서, 사용자

대화가 필요로 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는 표시 수단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된다는 것을 기지국에 통보한

다.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된다는 것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정 명령이 제공될 수 있다. 상술된 바

와 같이, 기본 기능성, 즉 시스템에서 전화기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기능에 관련된 백-엔드 기능성은 제조 공정 동안에 제

공될 수 있고; 따라서 필요로 되는 것은, 예를 들어, 국지적으로 조정된 메뉴, 언어 등, 본원에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

능성이라 칭하고, (국지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미래에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이용될 수도 있는 전화기의 모든 국지적인 특

정 적응에 관련된 프런트-엔드 기능성이다.

  기지국(20)이 셀룰러 전화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신했을 때,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의 국지적 또는 지역적 파라미터를

제공한다. 여기서 어떠한 선택적인 파라미터가 제공되는 등 상이한 종류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관련 파라미터는 또한

기지국에 접속되거나 또는 기지국에 포함되는 별도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기지국(20), 또는 통신 수단은

셀룰러 전화기(10)로부터의 정보 및 부가적인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국지적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7)가 기지국(20)

에서 제공되거나 또는 기지국에 접속되는 경우, TCP/IP(3)를 통하여 국지적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7)에 질의를 전

송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기지국(20) 또는 통신 수단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5)의 복

제인 복제된 데이터베이스(7)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접속되는 단지 하나의 마스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5)가

존재하지만, 대안 실시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마스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5)의 다수의 복제(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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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 후자의 경우에, 더 높은 정도의 리던던시(redundancy)가 제공된다. 복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7)가 기지

국(20)에 제공되거나 접속되는 경우, 셀룰러 전화기(10)가 소프트웨어를 요청할때,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이 필

요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지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7)도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질의는 기지국(20)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테

이블(도시되지 않음) 또는 방식에 따라 적절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된다. 이러한 테이블은 정보가 제공되는한,

많은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필요로되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

트워크,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기지국(20)을 경유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셀룰러 전화기(10)에 다운로딩된다 (4, 2). 기

지국(20)은 질의를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하고/루팅하며 소프트웨어를 전화기에 서비스하고/루팅하는 처리 수단(도시되

지 않음)을 포함한다.

  전화기(10)는 프로그램 실행 수단을 포함한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전화기는 도 4를 참조하여 더 서술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 의한 JAVATM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본원에 참조되어 있는 Javasoft의 "The JAVATM language: An overview"를 참조하라. 자바-개념은 프로그래밍 언

어 생성 어플리케이션 및 자바 애플리트를 포함한다. 처리 수단은 셀룰러 전화기 내에 내장되는 자바 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바 칩은 상술된 바와 같이, 피터 웨이너(Peter Wayner)에 의한 "SUN gambles on JAVA chips" Byte,

November 1996, page 79∼88"에 논의되어 있다. 자바 칩은 Suns pico 자바 코어 아키텍쳐에 근거한 소위 피코 자바 칩

과 같이, 해석기 또는 JIT 컴파일러(just in time(즉시 공급) compiler)의 간접비용없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본래 이해하는

전용 자바 프로세서이다. 자바 칩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다른 CPU 명령어로 변환하지 않고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고,

(범용 프로세서가 바이트 코드 해석기 또는 JIT 코드 컴파일러로써 업무를 실행할 때 필요로 되는) 임의의 여분의 메모리

또는 캐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바는 HTTP 및 FTP와 같은 TCP/IP 프로토콜로 용이하게 복사하는 대량의 루틴

(routine)을 갖는다. 물론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어떠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MarimbaTM의 CastanetTM 튜너를 포함한다. CastanetTM은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내용을 인터넷에 걸쳐서 배급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갱신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다이내믹

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카스타넷 튜너는 채널 가입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감시하고, 수신하고 관리하는 어플리

케이션이다. 카스타넷 채널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걸쳐서 배급될 수 있는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내용이다. 카스타

넷 송신기는 채널의 배급 및 유지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서버 상에서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카스타넷 채널로서 어플

리케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은 전개 및 공급에 있어서 유연성이 제공되면서, 새로운 특징이 부가되

는 시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개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채널은 국부적으로 저장된다. 카스타넷은

튜너 클라이언트 또는 송신기 서버를 포함하며, 여기서 튜너는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또는 협동 네트워크에 걸쳐서 다양한

송신기에 의해서 전개되는 어플리케이션 채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로딩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

느 튜너인지는 지리적인(또는 다른) 파라미터(들)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지국은 튜너가 디폴트(자동적) 가입을 통하여 어

느 채널에 가입하는지를 조정하고 결정한다. CastanetTM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코드 및 데이터

를 미러링(mirroring)하는 카스타넷의 어플리케이션 배급 프로토콜(ADP)이 소프트웨어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즉 이것은 FTP에 대한 대안의 한 예이다. ADP는 1997년 5월 28일자로 www.marimba.com./

press/castanet-net.7에서 이용 가능한 "marimba"에서 간략하게 설명된다. CastanetTM 을 사용하면, 채널 어플리케이션

이 데이터를 서버인, 송신기에 되돌려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DP 프로토콜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에 매우

근접한 시간에서 갱신되어서 매우 적은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자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DLL:s(Dynamic Link Library), C, C++ 오브젝트가 전개되어 관리될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도 2에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갱신 및/또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및/또는

서비스)의 다운로딩을 위하여 푸시 기술이 사용되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셀룰러 전화기(10)는 처리 수단(8)에서 지정

되는 하나 이상의 채널(13,14)을 통하여 국지적으로 적응되고/되거나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신하는 저장 및 처리 수단

(8)을 포함한다. 다수의 상이한 서비스가 가입자/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

른 서비스는 작고 제3의 내용 공급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로되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서 다운로딩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상술된 자바 애플리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서비스, 즉, 커

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 뿐만 아니라, 기본 기능은 사용자 대화로, 또는 사용자 대화 없이, 즉, 사용자 대화를 필요로 하

거나 푸시 기술에서와 같이 자동적으로, 바람직하게 (다이내믹하게) 갱신된다. 푸시 기술의 예는 상술된 카스타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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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소스, 가령, 데이터베이스와 송신 수단, 및 또한 리피팅 수단이 이용 가능한 커스토머, 가령, 셀

룰러 전화기(10)를 향해 채널을 배급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astanetTM 송신기 및 리피터

가 사용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특히 고속 접속 및 대역폭의 절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수단, 가령, 카

스타넷 프록시 서버(12)가 기지국(20)에 배치된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제공되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하는

수단(12)으로부터 직접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셀룰러 전화기(10)는 예를 들어, 다운로딩된 카스타넷 튜너에서 규정되는 채널(들)로에서, 소프트웨어 전송 프로

토콜, 가령, FTP 또는 카스타넷 ADP를 통하여 국지적으로 적응된 소프트웨어를 수신한다. 처리 수단 또는 프로그램 실행

수단(8)은 자바 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룰러 전화기(10)는,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의 다운로딩된 튜너가 소

스에 질의하는 것(15, 11)을 의미하는 자신이 접속 가능하다는 것(15, 16)을 기지국(20) 및 소스에 통보한다. 셀룰러 전화

기(10), 즉 사용자로부터 송신기(11)로의 정보 피드백이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본 실시예에서 구현되는 바와 같은 소프트

웨어 데이터베이스(5)는 다수의 카스타넷 튜너를 포함한다. 로딩되는 것이 어느 튜너인지는 기지국(20)의 위치 정보 파라

미터에 의해서 제공되고, 기지국은 차례로 튜너가 어느 특정의 채널에 자동적으로 가입할 것인지를 또한 결정한다. 카스타

넷 채널에 대한 예는 튜너가 자체적으로 갱신/대체할 수 있는 카스타넷 튜너와, 지리적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들에 따라

서 언어 및/또는 문화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채널과, 루틴 및 전화 기능성 등이다.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예는

E-메일, 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스템 통합, 금융 및 재무 서비스(PIN 코드의 통합으로써), 뉴스 및 기상 방송과

다른 방송이다. 본 발명의 개념을 사용하여, 특히 시장 조회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대화식 통신이 가능해진다.

  도 3은 제조될때 처리 수단이 셀룰러 전화기(10')에서 미리 프로그래밍되는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처리 수단(8')은 예를

들어, 어느 채널을 요청할 것인지를 제어하는 다수의 질문에 응답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적응될 수 있다. 대안으로, 셀룰러

전화기와 기지국 사이에 제 1 접속이 설정될때, 사전-프로그래밍을 제어하고 적응시키는 정보가 기지국(20'),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기능성은 도 2를 참조로 하여 상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는 단지

소프트웨어가 중앙 송신기(11') 및 리피터(도시되지 않음); 예를 들어, 카스타넷 송신기 및 리피터에 의하여 소스(5')으로

부터 접속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스타넷 튜너를 포함하는 기지국에서 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갱신 및 새롭거나 부

가적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 모두에 푸시 기술이 사용된다.

  도 3에서, 사전 프로그래밍된 처리 수단(8')은 사용자에 의해서 적응된다. 전화기(10')가 활성화될때, 기지국(20')은 위치

정보를 부가하고 소프트웨어 전송용 채널(2', 4')이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임의의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송신 수단(11')에 의하여 소스인 데이터베이스(5')로

부터 전송된다. 질의/소프트웨어는 서비스하는/라우팅하는 수단(18')을 통하여 라우팅된다. 물론 도 3에 명백하게 도시되

지 않았을지라도, 다수의 리피팅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폴트 카스타넷 튜너(또는 유사한 수단)가 초기에, 즉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

이 발생하기 전에 제공된다. 전화기가 활성화될때(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될때), 튜너 자체가 대체되는데, 즉, 커스터마

이징되는 튜너가 다운로딩된다.

  도 4에서, 원래 공지된 방식으로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송신하기 위한 수신 및 송신 수단을 포함하고, 안테나(113)가 접

속되는 무선부(111)를 갖춘 셀룰러 전화기의 개략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송신 수단 및 수신 수단은 시간 다중화로

안테나(113)를 공유한다. 무선부(111)는 또한 원래 공지된 방식으로 변조하고, 복조하고, 또한 등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한다. 무선부(111)는 전원(112)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된다. A/D, D/A 변환기, 다중화 수단 등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부

(114)가 또한 널리 공지된 방식으로 제공된다. 제어부(115)는 인코딩, 디코딩, 인터리빙 수단, PCM 인터페이스, SIM 카드

(122) 등과 통신하는 SIM 인터페이스, 및 중앙 처리 유닛(CPU) 등을 포함한다. 제어부(115)는 차례로 통신부(COM)(117)

에 접속되는 신호 처리 수단인,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116)에 접속된다. 신호 처리 수단(116)은 특히 음성 인코딩/디

코딩 등을 위한 수단을 (또한 원래 공지된 방식으로) 포함한다. 통신부(117)는 특히 PCM 인코딩/디코딩 수단을 포함한다.

통신부는 마이크로폰(119)으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확성기(118)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며, 제어부(115)의 마이

크로프로세서와 통신한다. 기본 저장 수단(SM)(120), 예를 들어, EEPROM(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PROM) 뿐만 아니라

RAM(랜덤 액세스 메모리)(121)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현에 대한 예라는 것이 명확해야만 한다. 이러한 셀룰

러 전화기의 기능성은 원래 공지되어 있고 시분할 다중 접속(T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또는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과 같은 상이한 접속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원에 더 서술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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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위하여 부가적인 처리 수단(8)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상기 프로그램 처리 수단은 자바 칩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리던던시 때문에 두 개의 플래시 메모리

(FL1(123), FL2(124))가 제공된다.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특정 실시예에서, 소위 카스타넷 튜너 등)는 플래시 메모리

(123,124) 중 하나에 저장된다. 따라서, 종래의 처리 수단은 종래의 전화기 관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반면, 별도의 처리 수

단(프로그램 처리 수단(8))은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대안 실시예에서, 공통의 처리 수단이

양 기능성을 위해 사용된다.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 등의 저장을 위한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SIM-카드(가입자 아이덴티

티 모듈)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지 않고(즉, 동일한 SIM을 사용하여) 전화기를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실시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서, 사용자/가입자에 관한 정보가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자

가 다운로딩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통신 유닛으로부터 다른 통신 유닛에 이동될 수 있다.

  도 5는 GSM 시스템의 일부를 매우 간략하게 도시한 것이다. 기지국 송수신기(BTS1 및 BTS2)는 기지국 제어기(BSC1)

에 접속되는 반면, BTS3 및 BTS4는 BSC2에 접속된다. BSC1 및 BSC2 둘 모두는 MSC/VLR에 접속된다. 이동국(MS)이

활성화될때, 이동국은 이 경우에, BTS1인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낸다. 실제로, 기지국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아니

고, 오히려 시그널링 전송이 가장 양호한 기지국이다. 본 출원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이동국(MS)은 기본 소프트웨어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디에서든 제조될 수 있다. MS와 BTS1과의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전송을 지원하는 채널이

설정된다. BSC1은 BTS1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전송 채널이 설정된다. 소프트웨어는 상술된 바와 같이, 기본 기능성 뿐만 아니

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것이다.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는 BSC1에 제공될 수 있다. 이동

국에 제공된 처리 수단에서, 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가 처리된다. 소프트웨어, 가령, 커스터마이징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

트웨어 저장 수단, 가령, 도 4를 참조하여 상술된 플래시 메모리에 다운로딩된다.

  도 6은 도 5와 유사한 도면이고, 차이점은 두 개의 상이한 셀룰러 통신 시스템, 즉 GSM 및 D-AMPS가 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단지 예를 위한 것으로 제공되며, 개념은 예를 들어, ADC, PDC, PCS, DCS 1800, DCS

1900과 같은 다른 대안에도 적용된다. 도면은 단지 상이한 주파수, 프로토콜 등으로 통신하는 상이한 통신 네트워크가 일

반적인 전기통신 유닛에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동일한 원리 및 동일한 소스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기본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 대화를 통하여 갱신될 수

있다. 상이한 서비스, 갱신, 어플리케이션 등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가 어느 것인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동일한 글로벌 데이

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하나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GSM 및 D-AMPS 모두에 대하여, 위치 정보가 기지

국(각각 BSC 및 BS)에서 제공되고 소프트웨어 전송을 위한 채널이 설정된다.

  도 7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이동국으로의 기본 기능성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을 나타

내는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일반적인 이동국이 스위치 온되고(101),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내어 이동국이 이에 접속

한다(102).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을 위한 채널, 예를 들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TCP/IP가

설정된다(103). 또 다른 예에 따르면, CastanetTM ADP 프로토콜이 설정된다. 다른 변형예가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동국은 기지국에 자신의 아이덴티티(IMSI, PIN)에 관한 정보 및 또한 소프트웨어 요청을 포함하는 어떠한 부가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104).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요청은 일반적인 전화기가 활성화되는 처음 시간에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대안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용자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기지국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5).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질의가 제공된다(106). 기지국이 복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것인지를 설

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실행된다(107). 복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가 기지국에 제공되는 경우, 질의는 기지국의 상기

국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로 지향된다(108). 국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가 기지국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

어, 테이블 등으로서 기지국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탐색된다(107A). 그리고 나서, 질

의는 상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된다(108A). 소프트웨어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가 이동국의 저장

수단에 다운로딩되고 (109), 이동국의 처리 수단에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된다(110). 따라서,

일반적인 이동국은 본 출원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기지국 주위에서 국지적으로 사용된 언어로서 제공되는 것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론트 엔드 기능성이라 칭하는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지적 적응이

또한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도 8은, 예로서, 도 7을 참조하여 서술된 바와 같이,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동 전화기에 소

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하나의 방법을 나타내는 매우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대안으로, 상기 개념은 임의의 편리하거나

종래의 방법으로 커스토머 적응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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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동국(MS)의 처리 수단은 하나 이상의 채널의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하는(동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카스타넷 튜너가 다운로딩된다. 처리 수단에 의하여 기지국을 통

하여 소스, 예를 들어, 카스타넷 송신기에 질의가 제공된다(201). 그리고 나서, 송신 수단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

어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비스하는(저장하는) 수단, 가령, 기지국에서 제공된 카스타넷 프록시에 제공된다(202).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이동국의 동조 수단, 예를 들어, 카스타넷 튜너에서 규정된 채널로 이동국에 제공된다(203). 피

드백 정보는 소스, 즉 송신기 또는 생성기에 제공된다(204).

  도 9는 도 3을 참조하여 서술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일반적인 이동국(MS)이 사전 프로그래밍된

동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디폴트 카스타넷 튜너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7에서와 같이, 이동국

이 활성화될때(301), 이동국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된다(302).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 채널이

설정되고 기지국에 식별 정보가 제공된다(303). 그리고 나서, 기지국은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304),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거나 기지국에 국부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질의

가 전송된다(305). 그리고 나서, 새로운 튜너가 BS에 의해서 제공되는 위치 정보, 및 MS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

하여 DB로부터 "구성"되거나 페치되어서, 이동국에서 초기에 제공된 디폴트 튜너를 대체한다(306). 그리고 나서, 새로운

튜너는 하나 이상의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채널(예, 카스타넷 채널)을 처리하기 시작한다(307). 따라서 본 실

시예에서 적응 정보는 기지국에 의해서 제공되고 적응 정보는 이동국이 가입하는 채널을 포함한다. 커스터마이징되는 기

본 기능성은 송신 수단에 의하여 이동국에 자동적으로 전송된다(308). 그리고 나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은 이

동국의 처리 수단에서 처리된다(309). 기본 기능성 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새

로운 소프트웨어 등의 갱신에 대하여, 도 2 및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 원리가 적용된다.

  본 발명의 장점은 제조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조 시간이 감소된다. 다른 장점은 전기통신 유닛의 저장이 더

욱 효율적이어서 "적시 공급"이 되는 것이다. 또다른 장점은 "시장까지의 시간", 및 "커스토머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감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향상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의 커버리지 영역에 걸쳐서 배치되는 다수의 스위칭 장치 (20,20'; BSC1;BSC,BS)를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선 통신 유닛(10,10'; MS)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무선 통신 유닛

(10,10'; MS)은 스위칭 장치(20,20'; BSC1;BSC,BS)와의 접속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유닛

(10,10'; MS)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통신 유닛(10,10'; MS)은 일반적이며 프로그램 실행 수단(8)을 포함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무선 통신 유닛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다수의 저장 수단(5,6,7)

에 제공되며,

  각각의 일반적인 통신 유닛(10,10'; MS)은 접속이 설정되는 스위칭 장치 (20,20'; BSC1;BSC,BS)에 소프트웨어가 요청

되는 것을 통신하기 위한 표시 수단을 포함하고,

  스위칭 장치(20,20'; BSC1;BSC,BS) 또는 이에 접속된 통신 수단은 통신 유닛(10,10'; MS)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지리적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한 일반적인 통신 유닛(10,10'; MS)에 관련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

어가 상기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스위칭 장치 또는 통신 유닛을 통해서 상기 통신 유닛(10,10';

MS)에 다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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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저장 수단은 적어도 마스터 데이터베이스(5), 및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복제된 데이터 베이스(6)를 포함

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적어도 다수의 통신 수단 또는 스위칭 장치는 데이터베이스(들)(5,6)로부터 복제되는 소프

트웨어를 국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부 저장 수단(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

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통신 유닛 활성화 수단에 포함되며, 통신 유닛이 활성화되는 최초 시간에, 소프트웨어

가 자동적으로 요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통신 유닛(10,10'; MS)에 의해 요청되는 표시는 사용자 대화, 가령, 소프트웨어가 요청되

는 등의 명령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장치는 기지국(20,20'; BS,BSC)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

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통신 유닛(10,10'; MS)이 활성화되거나 소프트웨어가 요청될때, 가장 가깝거나 인접한 기지국(20,20';

BS,BSC)과 접속이 설정되고, 상기 기지국은 기지국 자신의 위치에 관련되고 통신 유닛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

며, 통신 유닛과 기지국 사이에 접속이 설정될때, 통신 유닛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가 기지국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

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요청될 때, 통신 유닛과 스위칭 장치,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기지국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용 채널이 설정되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기지국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 채널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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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요청될때, 통신 유닛과 스위칭 장치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용 채널이 설정되고, 소프트

웨어는 복제된 국부적 저장 수단(7)으로부터 통신 유닛(10; MS)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

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통신 유닛(10,10'; MS)에 전송하는데 소프트웨어 전송 프로토콜, 예를 들어, FTP 또는

ADP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통신 유닛(10; MS)에 다운로딩하는데 풀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스위치 장치, 가령, 기지국(20,20'; BS,BSC)은 적어도 국부적 정보 유지 수단, 가령, 복제된 데이터베이

스, 캐시 또는 CastanetTM을 포함하지 않고/이 수단과 통신하지 않는 경우, 통신 유닛의 소프트웨어 요청에 관련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라우팅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

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일반적인 동조 수단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통신 유닛에 다운로딩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되고 디폴트 절차를 통하여 통신 유닛 사용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선택되

는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내용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자동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또는 사용자 대화로 선택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내용은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 유닛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실행 수단을 포함하는 처리 수단(8)은 JAVATM 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카스타넷 튜너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동조 수단은 통신 유닛의 저장 수단(123,124)에 자동적으로 다

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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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스위칭 장치에, 서비스하는 정보 유지 수단(12), 예를 들어, 카스타넷 프록시가 배치되고, 송신 수단,

예를 들어, 카스타넷 송신기(11,11') 및 다수의 리피터는 통신 유닛을 향한 채널을 배급하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일반적인 디폴트 동조 수단이 통신 유닛에 제공되며, 통신 유닛에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 소프

트웨어를 다운로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갱신하는데 푸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디폴트 동조 수단은 카스타넷 튜너를 포함하고, 소프트웨어가 요청될때 커스터마이징되는 동조

수단이 다운로딩되어 디폴트 동조 수단을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신 유닛(10,10'; MS)은 기본 기능성을 포함하고, 프론트 엔드 기능성, 즉, 커스터마이징되

는 기본 기능성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딩을 통하여 제공되며, 기본 기능성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딩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갱신되고/업그레이드되고/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고, 서비스 등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자바 애플리트로서 다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스위칭 장치(20,20'; BSC1,BSC,BS)와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기본 기능성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셀룰

러 전화기, 코드리스 전화기 또는 하이브리드 전화기 등의 통신 유닛(10,10'; MS)에 있어서,

  통신 유닛은 일반적이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프로세싱 수단(8)을 포함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커스터마이징되는 기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속이 설정되는 스위칭 장치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 유닛에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이 다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

닛.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기본 기능성 및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기능성은 상기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이내

믹하게 갱신되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은 자동적으로 또는 사용자 대화, 예를 들어,

명령 등을 통하여 통신 유닛에 다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

등록특허 10-0527362

- 13 -



청구항 25.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처리 수단(8)은 자바 칩을 포함하고, 카스타넷 튜너는 통신 유닛에 제공된 저장 수단

(123,124)에 다운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

청구항 26.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통신 유닛(10,10'; MS)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신 유닛(10,10'; MS)과 이동 통신 시스템의 스위칭 장치 (20,20'; BSC1,BSC,BS) 사이에 소프트웨어 요청을

포함하는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와,

  통신 유닛과 스위칭 장치 사이에 소프트웨어 전송용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와,

  일반적인 통신 유닛(10,10'; MS)에 관련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와,

  글로벌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스위칭 장치(20,20'; BSC1,BSC, BS)를 경유해서 상기 통신 유닛에 커스터

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통신 유닛이 활성화되는 처음 시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청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통신 유닛에 다운로딩하기 위하여 풀 기술이 사용

되는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적어도 갱신된/변경된 소프트웨어 및/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다이내믹한 (자동적) 다운로딩을 위해

서 푸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통신 유닛에 다운로딩하기 위하여 푸시 기술이 사용되고, 전화기에 최초에 제공된 기본

기능성은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적이고 다이내믹하게 갱신되고/변경되고/대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유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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