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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멀티미디어 서비스(MMS)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국을 구성하도록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한다. 동작은 MMS

를 위하여 이동국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복수개의 구성 요소가 이

동국을 구성하기 위해 제공되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복수개의 구성 요소는 OTAF(Over-The-Air-Function)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이동국이 위치 결정되고, 예를 들면 서비스 MSC, BSC 및 기지국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지

국을 통해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가 설정된다. 다음으로,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유선 경로와 무선 통신 링크의

조합을 통해 OTAF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OTAF는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를 프로

그램하기 위하여 이동국과 통신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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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국이 멀티미디어 서비스(MMS)를 지원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MMS를 위한 상기 이동국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을 구성하기 위하여 OTAF(Over-The-Air-Function)을 포함하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복수개의 구

성 요소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위치 결정되는 단계;

서비스 기지국을 통해 상기 이동국과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단계;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유선 경로와 무선 통신 링크의 조합을 통해 상기 OTAF와 상기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수립하는 단계; 및

상기 OTAF가 상기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그램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과 통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MMS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s);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instant messaging services);

웹 브라우징 서비스(web browsing services);

오디오 회의 서비스(audio conferencing services); 및

오디오/비디오 회의 서비스(audio/video conferencing services)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내에서 프로그램되는 URI를 포함하는 MMS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MMS 요청을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할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IP 네트워크의 DNS(Domain Name Server)가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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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MS 요청을 상기 IP 어드레스의 상기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가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하고 상기 서비스를 상기 이동국에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OTAF가 상기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그

램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과 통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구성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MMS 구성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되는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되는 수 각각에 대한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를 포함 -,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MMS 구성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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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OTAF가 상기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그

램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과 통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포함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포함된 수 각각에 대해서: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7에 있어서,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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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각각에 대해서: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MMS를 위한 상기 이동국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국에 대한 MMS 가입이 변경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MMS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가 변경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국에 대한 MMS 제공 임계치가 충족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이동국이 멀티미디어 서비스(MMS)를 지원하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서,

상기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서비스 기지국을 통해 상기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구성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MMS 구성 요청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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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를 포함 - ; 및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MMS 구성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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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MMS 다운로드 응답 메

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MMS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웹 브라우징 서비스;

오디오 회의 서비스; 및

오디오/비디오 회의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내에서 프로그램되는 URI를 포함하는 MMS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MMS 요청을 IP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할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IP 네트워크의 DNS가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하는

단계;

상기 MMS 요청을 상기 IP 어드레스의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가 상기 MMS 요청을 서비스하고 상기 서비스를 상기 이동국에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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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이 MMS를 지원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서비스 기지국을 통해 상기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MMS 다운로드 응답 메

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상기 보고된 수의 MMS 파라미터 블록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 - ,

를 포함하며,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3년 9월 12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0/502,538호를 우선권 주장하며, 그 전부가 참조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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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 의한 이동국의 구성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조 및 동작은 공지되어 있다. 셀룰러 네트워크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각 셀내에서 하나 이상

의 셀룰러 이동국을 위한 무선 통신을 각각이 서비스하는 복수개의 기지국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기지국은 그

서비스 셀내에서 복수개의 섹터를 지원한다. BSC(Base Station Controller)는 일반적으로 복수개의 기지국을 서비스하고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셀내에서의 동작을 조정한다. MSC(Mobile Switching Center)는 복수개의 BSC를 서비스하고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접속시킨다. 일반적으로, BSC 또는 MSC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이를 통

해 패킷형 통신을 서비스한다.

셀룰러 무선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무선 프로토콜 표준을 지원한다. 이들 무선 프로토콜 표준은 IS-95A, IS-

95B, 1X-RTT, 1xEV-DO, 1xEV-EV, UMTS와 같은 CDMA(Code Division Multiply Access) 프로토콜 표준 또는 다른

CDMA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다르게는, 무선 프로토콜 표준은 GSM 표준, 북미 TDMA 표준 또는 다른 TDMA 표준과 같

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서비스한다. 서비스 영역내에서 동작하는 셀룰러 이동국은 그러한 지원되

는 무선 프로토콜 표준을 이용하여 기지국과 통신한다.

셀룰러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 이동국을 위한 패킷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더욱더 공

조하고 있다. 텍스트 메시징 서비스, 인터넷 브라우징, 일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및 화상 회의가

이동국에서 현재 가용한 데이터/음성/비디오 서비스의 예이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셀룰러 네트워크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서버와 공조하여 동작한다.

이러한 패킷 교환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지원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동국과 서버 사이에서 패킷화된 통

신을 서비스한다.

이들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동국은 서버와 통신을 수립해야만 한다.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국과 인터넷/인

트라넷 사이에서 IP 통신을 지원한다. 이동국은 이 IP 통신 링크를 이용하여 서버에 억세스한다. 그러나, 서버와의 통신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동국은 서버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준비는 통상 이동국을 서버에 대응하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s)로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동국은 서버에 억세스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DNS(Domain Name Server)로부터 IP 어드레스(또는 복수의 어드레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URI를 이용한다.

이하, 그러한 URI를 이용한 이동국의 준비는 가입자 또는 이동국이 가입된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의 고용인/에이전트에 의

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했다. 그러한 프로그래밍은 번거럽고, 시간을 낭비하며, 에러 발생이 용이하다. 또한, 프로그래밍이

정적이므로, 가입 또는 서버의 변경으로 이동국의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동국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개

선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동국이 MMS(Multi-Media

Service)를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이 방법은 MMS를 위하여 이동국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한다. 이는 OTASP

(Over-The-Air-Service-Provisioning) 동작 동안 또는 OTAPA(Over-The-Air-Parameter-Administration) 동작 동

안 발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동국을 구성하기 위한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복수개의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복수개의 구성 요소는 OTAF(Over-The-Air-Function)를 포함한다. 다음

으로 이동국은 위치 결정되어, 예를 들면 서비스 MSC, BSC, 및 기지국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이 방법은 서비스하는 기지

국을 통해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OTAF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은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

워크의 유선 경로와 무선 통신 링크의 조합을 통해 설정된다. 다음으로 OTAF는 이동국과 통신하여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그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MMS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웹 브라우저 서비스, 오디오 회의 서비

스, 및 오디오/비디오 회의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이동국내에서 프로그램되는 URI를 포함하는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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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어 서비스(MMS)를 수신하는 단계, IP 네트워크에 MMS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MMS 요청을 서비스하는 IP 네트워

크의 DNS(Domain Name Server)가 MMS 요청을 서비스할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그 IP 어드레스의 서버

에 MMS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및 서버가 MMS 요청을 서비스하고 이동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일 특정 실시예에서, OTAF가 상기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그램하

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과 통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구성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MMS 구성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와,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 각각에 대해 MMS 파라미

터 블록 식별자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MMS 구성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와,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각

각에 대해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한다. MMS 파라

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와,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를 포함한다.

다른 특정 실시예에서, 상기 OTAF가 상기 이동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MM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프로

그램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과 통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예로,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포함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포함된

수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MMS 파라

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른 특정 실시예로,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 및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의 보고된 수 각각에 대해서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를 포

함한다.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및 상기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해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MMS URI 길이, 및 MMS URI를 포함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상기 MMS를 위하여 상기 이동국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국에 대한 MMS 가입이 변경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

국에 대하여 MMS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가 변경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상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상기

이동국에 대한 MMS 제공 임계치가 충족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본 발명의 요약에 해당하는 상기 기재는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서술한 것이다. 청구 범위는 본 발명

의 요지에 대한 다양한 다른 실시예의 일부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 장점 및 신규 특징은 첨부된 도면과 결부

하여 고려되는 본 발명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되고 동작하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시스템도이다. 셀룰러 무

선 통신 네트워크(100)는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 기지국 제어기(BSC)(107), 기지국(104), 및 기지국

(106)을 포함한다.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는 예를 들면 IS-95A, IS-95B, lxRTT, lxEV-DO, lxEV-DV, GSM,

UMTS, TDMA, AMPS, ANSI-41 등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표준에 따라 동작한다.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또한 본

발명에 따라 OTASP(Over-The-Air-Service-Provisioning) 동작 예를 들면, ANSI-683 및 OTAPA(Over-The-Air-

Parameter-Administration) 동작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동작에서는 그 지원된 프로토콜 표준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는 인터넷(114)에 접속된다.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는 또한 공중

전화망(PSTN)(110)에 접속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는 회로 스위칭형이

며, PSTN(110)에 직접 접속하고, 게이트웨이(G/W)(112)를 통해 인터넷(114)에 접속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는 패킷 스위칭형이며, 인터넷(114)에 직접 접속하고, IWF(interworking

function; 108)을 통해 PSTN에 접속한다.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는 적어도 하나의 MSC/MTX(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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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Center/Mobile Telephone Exchange), 적어도 하나의 홈 위치 등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 적어

도 하나의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및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100)를 지원하는 다른 구성 요

소를 포함한다.

셀룰러 이동국(116, 118, 126, 128, 130, 132, 134, 및 136)은 기지국(104 및 106)을 이용한 무선 링크를 통해 셀룰러 무

선 통신 네트워크(100)에 접속한다. 도시된 것처럼, 셀룰러 이동국은 셀룰러 전화기(116 및 118), 랩탑 컴퓨터(126 및

134), 데스크탑 컴퓨터(128 및 136), 데이터 단말기(130 및 132)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셀룰러 이동국과의 무

선 네트워크 지원 통신도 가능하다.

각각의 기지국(104 및 106)은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셀/섹터 셋을 서비스한다. 셀룰러 이동국(116-136)과의 무선 링크는

포워드 링크(서비스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받는 셀룰러 이동국까지의 전송) 및 리버스 링크(서비스받는 이동국으로

부터 서비스하는 기지국까지의 전송)를 포함한다. 포워드 및 리버스 링크는 음성 통신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본 발명

의 효과는 임의의 셀룰러 무선 통신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각각의 이동국(116-136)은 멀티미디어 서비스(MMS)를 서비스할 수 있다. MMS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국(116-136)은

예를 들면 서버 컴퓨터(124)와 같은 서비스 장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공지된 것처럼, 인터넷

(114)을 통해 서버 컴퓨터(124)에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요청 장치 예를 들면 이동국(116)은 서버 컴퓨터(124)의 IP 어드

레스를 가져야 한다. IP 어드레스를 취득하는 일반적 방법으로는, 요청 이동국(116)은 서버 컴퓨터(124)를 위한 URI를 가

진다. 서비스 억세스 시작 단계에서, 이동국(116)은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를 통해 인터넷(114)에 DNS(125)으

로 향하는 IP 패킷을 전송한다. 이 IP 패킷은 서버 컴퓨터(124)를 위한 URI를 포함한다. DNS(125)는 서버 컴퓨터(124)의

IP 어드레스를 이동국(116)으로 복귀시킨다. 이동국(116)은 다음으로 이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124)에 억

세스하고 이로부터 MMS를 취득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는 MMS를 위하여 이동국(116)을 구성한다. 그러한 구성을 수행하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구조는 CSC(Customer Service Center; 129), OTAF(Over-The-Air-Function;

127),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 서비스 BSC(107), 및 서비스 기지국(104)을 포함한다. 서비스 MSC 및 셀

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의 다른 할당된 리소스가 또한 MMS를 위한 이동국(116)의 구성을 지원한다. 이동국

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 동작이 도 2를 참조로 상세히 설명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방법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제1 동작에 따르면, MMS를 위한 이동국(116)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단계 202). 이 결정은 예를 들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이동국에 대한 MMS 가입이

변경됨을 결정한 경우,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이동국에 대해 MMS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124)가 변경됨을 결정

하는 경우, 또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이동국을 위한 MMS 제공 임계치가 충족됨을 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이동국(116)을 구성하기 위한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복수개의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행

된다(단계 204). 제공된 구성 요소는 OTAF(127)와 이동국(116) 사이에 링크를 설정하기에 필요한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

워크(100)의 전체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OTAF(127)에 접속하는 CSC(129)는 MMS를 위하여 이동국을 구성하기를 기대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방법은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서비스 영역내에 이동국(116)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이동국(115) 위치가 결정되는 경우, 서비스 기지국(104) 및 서비스 BSC(107)가 또한 결정된다.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서비스 영역내에 이동국(116)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구성

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지원 구조체(102)의 구성 요소로는 MSC(Mobile Switching Center) 및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지만 공지된 다른 구조를 포함한다.

이동국(116)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 방법은 서비스 기지국(104)을 통해 이동국(116)과 무선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단계 208). 다음으로, 이 방법은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무선 경로와 기지국(104)과 이동국(116) 사

이의 무선 통신 링크의 조합을 통해 OTAF(127)와 이동국(116) 사이에서 통신을 수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단계 210).

이 방법은 이동국(116)내에 적어도 하나의 MMS URI를 프로그램하도록 OTAF(127)가 이동국(116)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단계 212). 이들 동작이 완료한 경우, 이동국(116)은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내에서 MMS를 위해 구성

된다. 도 2의 방법(200)의 단계 212에 대한 특정 상세가 도 4 및 5를 참조로 더 설명될 것이다. 단계 212에서 동작은 종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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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동국(116)이 도 2의 동작에 따라 구성되었다면, 셀룰

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는 이동국(116)에게 MMS를 제공할 것이다. MMS를 제공하는 것의 일예는 이동국(116)내에

서 프로그램되는 URI를 포함하는 MMS 요청을 수신하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를 포함한다(단계 302). MMS

요청은 다음으로 IP 네트워크로 진행된다(단계 304). IP 네트워크(114)의 DNS(125)는 MMS 요청을 서비스하여 MMS 요

청을 서비스할 서버(124)의 IP 어드레스를 결정한다(단계 306). MMS 요청은 다음으로 IP 어드레스를 갖는 서버(124)로

전송된다(단계 308). 서버(124)는 다음으로 MMS 요청을 서비스하고, 인터넷(114), 게이트웨이(112) 및 셀룰러 무선 통

신 네트워크(100)를 통해 MMS 서비스를 이동국(116)에 제공한다. 이 MMS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

징 서비스, 웹 브라우징 서비스, 오디오 회의 서비스, 또는 오디오/비디오 회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물론, MMS의 예들은

이동국(116)(또는, 추가/다른 능력을 갖는 다른 이동국)에 적합한 다른 임의의 MMS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와 블록도의 조합이다. 도 2의 단계 212의 동작은 서비스 기지국이 MMS

구성 요청을 이동국으로 전송(단계 402)하고, 서비스 기지국이 이동국으로부터 MMS 구성 응답을 수신(단계 404)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 특정 실시예로, MMS 구성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406)과 상기 MMS 파라미터

블록의 요청된 수(406) 각각에 대한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408A, 408B, ..., 408N)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MMS 구

성 요청 메시지를 통한 단계 402의 동작은 서비스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가 MMS를 위하여 이동국(116)의 현재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다.

또한, 도 4의 실시예에 따르면, MMS 구성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412) 및 MMS 파라미터 블록

의 보고된 수(412)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 블록(414A-414N)을 포함한다. 파라미터 블록(414A-414N) 각각은 MMS 파라

미터 블록 식별자(416),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418),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420)를 포함한다.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420)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422) 및 각 MMS URI의 대응하는 수(422)에 대한 MMS URI 엔트리 인덱스

(422A), MMS URI 길이(424A), 및 MMS URI(426A)를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특정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와 블록도의 조합이다. 도 2의 단계 212의 동작의 제2 실시예에 따

르면,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는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함에 의

해 이동국(116)내의 적어도 하나의 URI를 프로그램하도록 시도한다(단계 502). 응답에 있어서는, 서비스 기지국은 이동

국으로부터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단계 504).

특정 실시예에 따르면,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포함된 수(506) 및 MMS 파라미터 블록

(508A-508N)을 포함한다. 각각의 MMS 파라미터(508A-508N)은 MMS 파라미터 블록 ID,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

(512),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514)를 포함한다.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514)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

(516)와 MMS URI의 대응하는 수 각각에 대한 MMS URI 엔트리 인덱스(518A), MMS URI 길이(520A), 및 MMS URI

(522A)를 포함한다. N번째 MMS URI는 MMS URI 엔트리 인덱스(518N), MMS URI 길이(520N), 및 MMS URI(522N)을

포함한다.

도 5의 실시예에 따른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는 MMS 파라미터 블록의 보고된 수(522), 및 대응하는 수의 MMS 파라

미터 블록(524A-524N)을 포함한다. 각각의 MMS 파라미터 블록(524A-524N)은 MMS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526),

MMS 파라미터 블록 길이(528), 및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530)를 포함한다. MMS 파라미터 블록 데이터(530)는

MMS URI의 대응하는 수(532), 및 각각의 MMS URI의 대응하는 수(532)에 대해 MMS URI 엔트리 인덱스(534A), MMS

URI 길이(536A), 및 MMS URI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N번째 MMS URI는 MMS URI 엔트리 인덱스(534N), MMS URI 길

이(536N) 및 MMS URI(538N)을 포함한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또는 "대략(approximately)"이라는 용어는 본원

명세서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그 대응하는 용어에 대해 산업상 허용 가능한 허용오차를 제공한다. 그러한 산업상 허용 가능

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1퍼센트 미만에서 20퍼센트까지이고, 또한 제한되지 않지만 구성 요소 값, 적분 회로 처리 변이, 온

도 변이, 상승 및 하강 시간, 및/또는 열 잡음에 대응한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동작 결합된

(operably coupled)"이라는 용어는 본원 명세서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직접 결합 및 다른 구성 요소, 소자, 회로, 또는 모듈

을 통한 간접 결합을 포함하며, 간접 결합에 대해서는 중간의 구성 요소, 소자, 회로, 또는 모듈은 신호의 정보를 변경하지

는 않지만, 전류 레벨, 전압 레벨 및/또는 전력 레벨을 조절한다.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추론 결합(즉, 소

자가 다른 소자에 추론적으로 결합됨)은 "동작 결합"과 동일하게 직접 및 두 소자 사이의 간접 결합을 포함한다. 당해 분야

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호의적 비교"라는 용어는 본원 명세서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2 또는 그 이상의 소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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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등의 사이의 비교가 소망된 관계를 제공함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소망된 관계가 신호 1이 신호 2보다 큰 크기를 갖

는 것인 경우, 호의적 비교는 신호 1의 크기가 신호 2의 크기보다 크거나 또는 신호 2의 크기가 신호 1의 크기보다 작을 때

성립된다.

Appendix

ANSI-683 동작 표준에 대한 본 발명의 적용성

용어

BS-기지국(Base Station)

OTASP-Over-the-Air Service Provisioning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S-Mobile station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UA-User Agent

참조문헌:

ANSI-683-C, Over-the-Air Service Provisioning of Mobile Stations in Spread Spectrum Standards.

X.P0016-312,"MMS MM1 Using SIP", V & V.

X.P0016-310, "MMS MM1 Stage 3 UsingOMA/WAP", May 2003.

X. P0016-311,"MMS MM1 Stage 3 Using M-IMAP", May 2003.

권고 표준 텍스트 변경:

이하 표준들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를 통해 본 명세서의 표준의 프로비젼을 구성하는 프로비젼들을 포함한다. 공개 시점에

서, 표시된 판본이 유효하였다. 모든 표준들은 개정이 되며, 본 명세서의 표준을 기초로 한 협의 당사자들은 이하 표시된

표준들의 가장 최신판을 적용할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 권고된다. ANSI 및 TIA는 이들에 의해 공표된 현재의 유효 국가 표

준의 등록을 관장한다.

1. TIA/EIA-95-B, 이중 모드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이동국-기지국 호환성 표준 (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 Mode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

2. S. S0053,"공통 암호 알고리즘(Common Cryptographic Algorithms)", 2001년 1월.

3. S. S0054,"공통 암호 알고리즘을 위한 인터페이스 사양(Interface Specification for Common Cryptographic

Algorithms)", 2002 1월.

4. C. R1001-C"CDMA 2000 확산 스펙트럼 표준을 위한 파라미터값 할당 관리, 릴리즈 C (Administration of Parameter

Value Assignments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tandards, Release C)", 2002 1월.

5. C. S0002-C,"CDMA2000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물리층 표준(Physical Layer Standard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200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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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S0004-C,"CDMA2000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시그널링 링크 억세스 제어 표준 (Signaling Link Access

Control (LAC) Standard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2002 5월.

7. C. S0005-C,"CDMA2000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상위층(Layer 3) 시그널링 표준 (Upper Layer (Layer 3)

Signaling Standard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2002 5월.

8. S. S0055"개선된 암호 알고리즘(Enhanced Cryptographic Algorithms), Rev.A".

9. C. S0024,"CDMA2000 고속 패킷 데이터 에어 인터페이스 사양(cdma2000 High Rate Packet Data Air Interface

Specification)", 2001 12월.

10. IETF RFC 1334,"PPP 인증 프로토콜(PPP Authentication Protocols)", 1992 10월.

11. IETF RFC 1994,"PPP 챌린지 핸드쉐이크 인증 프로토콜(PPP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CHAP)", 1996 8월.

12. IETF RFC2402,"IP 이동성 지원(IP Mobility Support)", 1996 10월.

13. IETF RFC 2344,"이동 IP를 위한 리버스 터널링(Reverse Tunneling for MobileIP)", 1996 8월.

14. IETF RFC2486,"네트워크 억세스 인터페이스(The Network Access Interface)", 1999 1월.

15. IETF RFC3012,"이동 IPv4 챌린지/리스펀스 확장(Mobile IPv4 Challenge/Response Extensions)", 1999 11월.

16. X. P0016-310,"MMS MM1 Stage 3 Using OMA/WAP", 2003 5월.

17. X.P0016-311,"MMS MM1 Stage 3 Using M-IMAP", 2003 5월.

18. X.P0016-312,"MMS MM1 Using SIP", V & V.

서문

1.1 일반적 설명

OTASP(Over-the-Air Service Provisioning)은 무선으로 제공되는 아래의 특징으로 구성된다.

· NAM 동작 파라미터 다운로드

· A 키 및 루트 키를 안전하게 설정하기 위한 전자 키 교환

· 일 영역내에서 선호하는 시스템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이동국에 제공하기 위한 SSPR(System Selection for

Preferred Roaming)

· 일 영역내에서 선호되는 사용자 구역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 선택적 사용자 구역 특징을 지원하는 이동국을 제

공하기 위한 PUZL(Preferred User Zone List)

· 3G 패킷 데이터 동작 파라미터 다운로드

서비스 프로그래밍 락(SPL; Service Programming Lock)이 제공되는 경우 권한이 없는 네트워크의 존재에 의한 특정 이

동국 파라미터의 무선 프로비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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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는 CDMA 및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OTASP를 기술한다. 정의된 절차는 향후의 무선 사양에 따라 이용되기에

충분하게 연장 가능하고 플렉시블 할 것으로 의도된다. 본 명세서에서의 절차는 CDMA-아날로그 핸드오프 다음의 서비스

프로비져닝 프로세스의 연장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1.2 용어 및 숫자 정보

1.2.1 용어

[...]

포워드 트래픽 채널(Forward Traffic Channel).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사용자 및 시그널링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코드 채널.

플레시(FRESH). 시큐어 모드에서 파라미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동기화기로서 이동국 및 기지국에 의해 이

용되는 15-비트 값. 플레시는 시큐어 모드가 진행되는 동안 값이 바뀌지 않는 한 단조 증가되는 카운터를 포함하는 암호화

측에 의해 임의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HLR. 홈 위치 등록기 참조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HLR). 가입자 정보와 같은 것을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MIN/IMSI가 할당되는

위치 등록기.

홈 시스템. 이동국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셀룰러 시스템

HRPD. High Rate Packet Data [9] 참조.

IMSI. International Mobil Station Identity 참조.

IMSI_M. MIN을 저장하기 위한 하위 10-디지트를 이용하는 IMSI 기반 MIN

IMSI_O. 기지국과의 동작을 위해 이동국에 의해 이용되는 IMSI의 동작값.

IMSI_T. MIN과 관련되지 않은 IMSI. 15 디지트 또는 그 이하.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ITU-T 권고안 E.212에서 지정된 지상 이동국에서의 국들 식별 방법.

롱 코드 마스크(Long Code Mask). 롱 코드의 유일 식별자를 생성하는 42-비트 2진수. 공개 롱 코드, 개인 롱 코드, 공개

롱 코드 마스크 및 개인 롱 코드 마스크 참조.

LSB.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MCC. 휴대폰 국가 코드(Mobile Country Code) 참조.

Mobile Country Code(MCC). 홈 국가를 식별하는 E.212의 일부. ITU-T 권고안 E.212 참조.

Mobile Directory Number. 다이얼 가능한 디렉토리 번호로서 MIN, IMSI_M 또는 IMSI_T와 같은 이동국의 무선 인터페

이스 식별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

MIN.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참조.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NC. 이동 네트워크 코드(Mobile Network Co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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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The-Air Service Provisioning(OTASP). 무선으로 이동국 동작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공정.

패리티 체크 비트(Parity Check Bit). 에러 검출, 수정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비트의 시퀀스에 가산하는 비

트.

Preferred User Zone List(PUZL). 이동기의 사용자가 가입된 사용자 구역에 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제공하는 리스트

PDSN. Packet Data Service Node.

Private Long Code. 개인 롱 코드 마스크에 의해 특화된 롱 코드

Private Long Code Mask. 개인 롱 코드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롱 코드 마스크

Public Long Code. 공개 롱 코드 마스크에 의해 특화된 롱 코드.

Public Long Code Mask. 공개 롱 코드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롱 코드 마스크. 마스크는 이동국의 ESN을 포함함. 개

인 롱 코드 마스크(Private Long Code Mask.)참조

PUZL. Preferred User Zone List. 참조

Release. 이동국 및 기지국이 콜 차단을 서로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하는 공정.

Reverse CDMA Channel.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CDMA 채널. 기지국 관점에서, 리버스 CDMA 채널은 CDMA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전체 이동국 전송의 합.

Roamer. 이동국이 서비스 가입된 것 외의 무선 시스템(또는 네트워크)에서 동작.

Secure Mode. 이동국과 네트워크 기반 프로비져닝 존재들 간의 동작 파라미터를 암호화된 형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 초

기화된 모드.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MCK. Secure Mode Ciphering Key.

Service Option. 시스템의 서비스 능력. Service options은 음성, 데이터, 팩시밀리 등의 응용물. [4] 참조.

Service Programming Code (SPC). 이동국에 할당되고, 관련 네트워크 존재에는 공지된 비밀 코드.

Service Programming Lock(SPL). 무권리인 네트워크 존재가 Service Programming Code (SPC)를 입증함에 의해 특

정 이동국 파라미터의 무선 프로비져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호 장치.

Shared Secret Data(SSD). 이동국내에 (반영구적인 메모리내에)저장된 128비트 패턴으로, 기지국에는 공지됨. SSD는 2

개의 64-비트 서브셋의 연결체임: SSD_A는 인증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고, SSD_B는 암호화 마스크 및 개인 롱 코

드를 생성하는 공정으로의 입력 주 하나의 역할을 함.

SID. System Identification 참조.

[...]

1.2. 2 Nume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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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 information은 이동국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하의 설명은 숫자 정보 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이용된다:

·"s"은 이동국의 임시 메모리내에 저장되는 값을 표시함.

· "r"은 포워드 아날로그 제어 채널 또는 CDMA 포워드 채널을 통해 이동국에 의해 수신되는 값을 표시함.

"p"은 이동국의 영구 시큐리티 및 확인 메모리내의 값의 세트를 표시함.

"s-p"은 이동국의 반영구 시큐리티 및 확인 메모리의 값의 세트를 표시함.

이 부문은 특히 OTASP와 관련된 숫자 정보를 정의함.

A_KEY_P_REVp - 이동국 키 교환 절차의 프로토콜 개정.

A_KEY_TEMPs - 이동국내에 일시 저장된 비밀 64-비트 패턴

AUTH_OTAPAs - SPASM을 유효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연산된 18-비트 결과 AUTH_SIGNATURE.

CUR_SSPR_P_REVs-p - 이동국의 현재 선호되는 로밍 리스트의 프로토콜 개정. 이 정보는 PR_LISTs-p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용됨. 전원이 턴 오프될 때 이동국에 의해 보유됨.

DATA_P_REVp - 이동국 NAM 다운로드 절차의 프로토콜 개정.

NAM_LOCKp - 이동국내에서 기지국에 의해 설정되는 잠금 표시기로서, OTAPA 세션 동안 액티브 NAM내의 프로그램

가능한 파라미터의 SPASM 보호를 정의함.

NULL - 필드의 지정된 범위내에 있지 않거나 또는 변수인 값.

NAM_LOCKs - 순차 OTAPA 세션에 대한 액티브 NAM의 SPASM 보호의 네트워크 제어 상태.

NAM_LOCK_STATE - OTAPA에 대한 이동국 프로그램 가능 파라미터의 잠금 상태. 만일 NAM_LOCK_STATE ='1'인

경우, 파라미터는 네트워크 초기화 프로그래밍에 대해 잠겨진다.

PARAM_Gs - 키 교환 파라미터 G.

PARAM_Ps - 키 교환 파라미터 P.

PR_LISTS-P - 바람직한 로밍 리스트. 이동국 시스템 선택 및 취득 공정을 지원하는 정보 수록. 전원 턴 오프시 이동국에

의해 보유됨.

PRL_BLOCK_ID_CURRENTs - 이동국내에 일시 저장된 현재의 바람직한 로밍 리스트에 대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PUZLS-P - 바람직한 사용자 구역 리스트. 사용자 구역 선택 및 획득 공정 동안 이동국을 보조할 정보 소유함. 전원이 턴

오프할 때 이동국에 의해 보유됨.

PUZL_P_REVp - 이동국 PUZL 다운로드 절차의 프로토콜 개정.

RAND_SEED - 이동국내에 일시 저장되는 비밀 128-비트 패턴.

RKp - 이동국내에 영구 저장되는 비밀 128-비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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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_TEMPs - 이동국내에 일시 저장되는 비밀 128-비트 패턴.

SPCp - 서비스 프로그래밍 코드. 이동국에 할당되고 관련 네트워크 존재에 공지된 비밀 코드. 기지국은 프로그래밍 또는

재프로그래밍하도록 이동국 파라미터를 잠금해제 하기 위해 SPCp와 동일한 코드를 이용함.

SPCs - 이동국내에 일시 저장되는 서비스 프로그래밍 코드.

SPL_P_REVp - 이동국 서비스 프로그래밍 잠금의 프로토콜 개정.

SP_LOCK_STATE - 이동국 프로그래밍 가능 파라미터의 잠겨진 상태. 만일 SP_LOCK_STATE ='1'이면, 파라미터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잠겨짐.

SSPR_P_REVp - 이동국 SSPR 다운로드 센터 및 PRL 포맷의 프로토콜 개정.

SECURE_MODE_INDs - 시큐어 모드 표시자. 만일 SECURE_MODE_INDs ='1'인 경우, 현재 프로그래밍 세션이 시큐어

모드에 있다.

SMCKS - Secure Mode Ciphering Key.

3.3 프로그래밍 절차

3.3. 1 OTASP Data Message Processing

[...]

17. MMS Configuration Request Message: 이동국은 메시지 수신 후 750ms내에 MMS 구성 응답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

다.

· SP_LOCK_STATE 또는 NAM_LOCK_STATE 또는 둘 다 '1'로 설정되는 경우, 이동국은 대응하는 반환된 확인 블록내

의 RESULT_CODE를 '00001010',"Rejected-Mobile station locked"으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BLOCK_LEN field를

'00000000'으로 설정하면서 모든 요청된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할 것이다.

· SP_LOCK_STATE 및 NAM_LOCK_STATE가 '0'으로 설정되는 경우:

- 이동국이 요청된 파라미터 블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국은 대응된 반환 확인 블럭내의 RESULT_CODE를

'00000111', "Rejected-BLOCK_ID value not supported"로 설정할 것이다. 이동국은 BLOCK_LEN field를 '00000000'

으로 설정한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할 것이다.

- 요청된 데이터 블록이 허용가능한 메시지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동국은 대응하는 반환된 확인 블록내의 RESULT_

CODE를 메시지내에 포함된 각각의 파라미터 블록에 대해 '00000000', "Accepted-Operation successful"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메시지에 적합한 블록의 최대 수까지 요청된 순서로 데이터 블록들을 포함할 것이다.

- 다르게는, 이동국은 대응하는 확인 블록내에 포함되는 각각의 파라미터 블록에 대해 RESULT_CODE를 '00000000',

"Accepted-Operation successful"로 설정할 것이다. 이동국은 MMS Configuration Response Message내에서 요청된

순서로 완전 데이터 블록을 포함할 것이다. 만일 SECURE_MODE_INDs ='1'이면, 이동국은 FRESH_INCL field를 '1'로

설정하며, FRESH field를 포함하며, 3.3.8.에 따라 선택된 15-bit value으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3.3.8.에서 지정된 것처

럼 MMS 구성 응답 메시지내에 포함된 전체 파라미터 블록의 각각의 PARAM_DATA field를 암호화할 것이다.

18. MMS Download Request Message : 이동국은 750ms내에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로 메시지에 응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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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FRESH_INCLr ='1'이면, 이동국은 FRESHs = FRESHr로 설정할 것이다. 만일 SECURE_MODE_INDs ='1'이면, 이

동국은 3.3.8.에서 지정된 것처럼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에서 수신된 전체 파라미터 블록의 각각의 PARAM_DATA

field를 복호할 것이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이동국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BLOCK_ID를 갖는 MMS URI 파라미터 블록을 소유하는 경

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_CODE를 '00000111', "Rejected -

BLOCK_ID value not supported"로 설정할 것이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이동국에 의해 지원되는 것과는 다른 크기를 갖는 MMS URI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하는 경

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 CODE를 '00000010', "Rejected-Data

size mismatch"로 설정할 것이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범위 외의 파라미터 값을 갖는 MMS_URI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RESULT_CODE를 '00000010', "Rejected-Data size

mismatch"로 설정한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이동국에 의해 지원되는 것보다 더 큰 NUM_MMS_URI를 갖는 MMS URI 파라미터 블록

을 포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_CODE를

'00100100',"Rejected - NUM_MMS_URI mismatch"로 설정한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이동국에 의해 지원되는 것보다 큰 MMS_URI-LENGTH를 갖는 MMS URI Parameter 블

록을 포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_CODE를

'00100101',"Rejected - MMS_URI_LENGTH mismatch"로 설정한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무효 MMS_URI를 갖는 MMS URI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BLOCK_ID

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럭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_CODE를 '00100110',"Rejected-MMD MAX_NUM_P-CSCF

mismatch"로 설정한다.

·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가 다른 이유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 이동국은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고, RESULT_CODE를 '00000001', "Rejected - Unknown reason"으로 설정한다.

· 다르게는, 이동국은 임시 메모리내에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며, BLOCK_ID를 수신된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로 설정하

고, RESULT_CODE를 '00000000',"Accepted-Operation successful"로 설정한다. 하나 이상의 MMS 다운로드 요청 메

시지 또는 파라미터 블록이 동일한 식별자에 대해 포함 값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은 가장 최근 수신값 만을 보유할 것이

다.

[...]

3.5 Reverse Link Message Formats

The reverse link OTASP Data Messages는 표 Table 3.5-1로 요약된다.

표 3.5-1 Reverse Link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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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2-1 Result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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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7-1 Feature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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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7 MMS 구성 응답 메시지

MMS 구성 응답 메시지는 아래의 가변 길이 포맷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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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SP_MSG_TYPE - OTASP Data Message type.

기지국은 이 필드를 '000100000'으로 설정할 것이다.

NUM_BLOCKS - 파라미터 블럭의 수

기지국은 이 필드를 MMS Configuration Response Message에 포함된 파라미터 블록의 수로 설정할 것이다.

BLOCK_ID - Parameter block identifier

기지국은 이 필드를 메시지내에 포함된 파라미터 블록 유형의 값으로 설정할 것이다(표 3.5.9-1 참조)

BLOCK_LEN - Parameter block length

기지국은 이 필드를 BLOCK_ID 및 BLOCK_LEN을 포함하지 않는 파라미 터 블록의 옥텟의 수로 설정할 것이다.

PARAM_DATA - Parameter data fields.

기지국은 BLOCK_ID 필드에 의해 지정된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할 것 이다. Secure Mode가 액티브인 경우(4.3.5 참조),

PARAM_DATA 필드는 4.3.5.에서와 같이 암호화될 것이다.

FRESH_INCL - FRESH는 표시기를 포함한다.

Secure Mode가 액티브이면(4.3.5. 참조), 기지국은 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며, 아닌 경우는 기지국은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할

것이다.

FRESH - 메시지의 PARAM_DATA 필드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선택된 암호 동기화기 (crypto-sync)

FRESH_INCK = '1'인 경우, 기지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며, 이를 메시지내에 포함된 전체 파라미터 데이터 블록의

PARAM_DATA 필드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4.3.5.에서 선택된 15-비트 값으로 설정한다; 아니면 기지국은 이 필드를 생략

한다.

RESERVED - Reserved bits.

FRESH_INCL='1'인 경우, 기지국은 이 필드를 생략한다; 아니면, 기지국은 이 필드의 전체 비트를 '0'으로 설정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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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8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는 이하의 가변 길이 포맷을 갖는다:

OTASP_MSG_TYPE - OTASP Data Message type.

이동국은 이 필드를 '000100001'로 설정한다.

NUM_BLOCKS - 파라미터 블록의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확인될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NUM_BLOCKS를 이하 필드의 발생으로 설정한다.

BLOCK_ID -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이동국은 이 필드를 확인될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내의 대응하는

파라미터 블록의 BLOCK_ID 필드의 값으로 설정한다(표 4.5.8-1 참조)

RESULT_CODE - 결과 코드 다운로드

이동국은 표 3.5.1.2-1에서 정의된 값을 이용하여 이 필드를 확인될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내의 대응하는 파라미터

블록의 표시 허용 또는 거부 상태로 설정한다.

[...]

3.5.9 MMS 파라미터 블록

표 3.5.9-1는 MMS 구성 요청 메시지 및 MMS 구성 응답 메시지내에서 이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의 유형을 리스트한다.

표 3.5.9-1 MMS 파라미터 블록 유형

3.5.9.1 MMS URI 파라미터

MMS URI 파라미터 블록의 PARAM_DATA 필드는 이하 필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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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MMS_URI - MMS URI의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16], [17]. [18]을 참조하여 ASCII 스트링

으로 인코드된 이동국에 저장되는 MMS URI의 수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이하 필드의 NUM_MMS_URI 발생을 포함한다.

MMS_URI_ENTRY_IDX - MMS URI entry index

이동국은 이 필드를 MMS URI 표내의 인덱스로 설정한다.

MMS-URI-LENGTH - MMS URI 길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옥텟 단위의 MMS Relay/Server와 관련

된 URI의 길이로 설정한다.

MMS_URI - MMS_URI

이동국은 이 필드를 [16], [17]. [18]을 참조하여 ASCII 스트링으로

인코드된 MMS Relay/Server의 URI로 설정한다.

RESERVED - Reserved bits.

이동국은 전체 파라미터 블록의 길이를 옥텟의 정수 갯수에 동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저브된 비트를 추가할 것이다.

[...]

4.3 프로그래밍 데이터 다운로드

4.3.1 OTA 데이터 메시지 처리

[...]

17. MMS Configuration Request Message: 기지국은 MMS Configuration Response Message를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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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MS Download Request Message: 기지국은 MMS Download Request Message를 대기해야 한다.

[...]

[...]

4.5.1.17 MMS Configuration Request Message

MMS Configuration Request Message는 이하 포맷을 갖는다.

OTAS_MSG_TYPE - OTASP Data Message type.

기지국은 이 필드를 '000100000'로 설정.

NUM_BLOCKS - 요청된 파라미터 블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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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이 필드를 요청된 파라미터 블럭의 수로 설정.

기지국은 이하 필드의 NUM_BLOCKS 발생을 포함함.

BLOCK_ID -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기지국은 이 필드를 이 메시지내에서 요청되는 파라미터 블록의 BLOCK_ID의 값으로 설정함(표 3.5.9-1 참조)

4.5.1.18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는 이하 가변-길이 포맷을 갖는다:

OTASP_MSG_TYPE - OTASP 데이터 메시지 유형.

기지국은 이 필드를 '000100001'로 설정함.

NUM_BLOCKS - 파라미터 블록의 수.

기지국은 이 필드를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내에 포함된

파라미터 블록의 수로 설정함.

BLOCK_ID - 파라미터 블록 식별자.

기지국은 이 필드를 메시지내에 포함되는 파라미터 블록 유형의 값으 로 설정함(표 4.5.8-1 참조).

BLOCK_LEN - 파라미터 블록 길이

기지국은 이 필드를 BLOCK_ID 및 BLOCK_LEN 필드를 포함하지 않는

파라미터 블록의 옥텟 수로 설정함.

PARAM_DATA - 파라미터 데이터 필드.

기지국은 BLOCK_ID 필등 의해 지정된 파라미터 블록을 포함함.

Secure Mode가 액티브인 경우(4.3.5 참조), PARAM_DATA 필드는

4.3.5에서 지정된 것처럼 암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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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_INCL - FRESH는 표시기를 포함함.

Secure Mode가 액티브인 경우(4.3.5 참조), 기지국은 이 필드를 '1'로

설정하며, 아닌 경우 기지국은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함.

FRESH - 메시지의 PARAM_DATA 필드를 암호화하기 위해 선택된 암호화 동기화

기(crypto-sync)

FRESH_INCL='1'이면, 기지국은 이 필드를 포함할 것이며, 메시지내에 포함된 전체 파라미터 데이터 블록의 PARAM_

DATA 필드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4.3.5에서 지정된 것처럼 선택된 15-비트 값으로 설정하며, 아닌 경우는 기지국은 이 필

드를 생략함.

RESERVED - Reserved bits.

FRESH_INCL='1'인 경우, 기지국은 이 필드를 생략하며; 아닌 경우에는

기지국은 이 필드의 전체 비트를 '0'으로 설정함.

[...]

4.5.8 MMS 파라미터 블록

표 4.5.8-1은 MMS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 및 MMS 다운로드 응답 메시지에서 이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의 유형을 리스트한

다.

표 4.5.8-1 MMS 파라미터 블록 유형

4.5.8.1 MMS URI 파라미터

MMS 응용 URI 블록의 PARAM_DATA 필드는 이하 필드로 구성된다.

NUM_MMS_URI - MMS URI의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16], [17], [18]를 참조하여 ASCII 스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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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코드된 이동국에 저장된 MMS URI의 수로 설정한다.

이동국은 이하 필드의 NUM_MMS_URI 발생을 포함함.

MMS_URI_ENTRY_IDX - MMS URI entry index.

이동국은 이 필드를 MMS URI 표내의 index로 설정함.

MMS_URI_LENGTH - MMS URI length

이동국은 이 필드를 옥텟 단위의 MMS Relay/Server와

관련된 URI의 길이로 설정함.

MMS_URI - MMS_URI

이동국은 이 필드를 [16], [17], [18]을 참조하여 ASCII 스트링으로

인코드된 MMS Relay/Server의 URI로 설정함.

RESERVED - Reserved bits.

이동국은 전체 파라미터 블록의 길이를 옥텟의 정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reserved 비트를 추가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개조 및 별도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 실시예는 도면 및 상세한 설명에서 예로서 도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도면 및 상세한 설명은 개시된 특정 유형에 국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 반대로 본 발명은 전체

개조물, 등가물 및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정의된 기술 사상 및 범위내의 별예를 모두 포괄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구축되고 공작하는 셀룰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시스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방법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특별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및 블록도의 조합.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특별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및 블록도의 조합.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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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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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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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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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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