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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의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이동하는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가입자는 로컬 확인 
프로토콜내의 포맷인 챌린지를 수신하여 상기 로컬 확인 프로토콜이 가입자의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인
지를 판단한다.

가입자의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이 아니면, 가입자는 그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에 적합한 포맷(예를 
들면, 비트 길이)으로 챌린지를 변환하며, 가입자의 비밀 키 및 확인 알고리즘을 갖는 변환된 챌린지를 
확인 응답으로 처리한다. 상기 확인 응답은 로컬 확인 프로토콜에 적합해지도록 변환되며, 로컬 시스템 
통신 장치로 전송된다. 상기 챌린지 및 응답은 유사한 변환 및 처리를 기해 가입자의 홈 시스템으로 전달
되며, 가입자의 응답은 홈 시스템 발생 응답과 비교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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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통신 시스템의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장치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신  시스템내의  확인  및  암호화(authentication  and 
encryption)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최근에 많은 통신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인 및 암호화를 사용한다. 이러한 통
신 시스템에는, 유선 및 무선 데이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셀룰러 무선전화통신 시스템, 개인용 통신 시
스템, 패이징 시스템이 포함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 예로서 후술되지만, 당업자라면 전술된 확인 및 
암호화 기술이 다른 통신시스템에도 쉽게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시스템은 보통, 무선 주파수(RF) 통신 링크를 통해서 고정된 
네트워크 통신 장치와 통신하는 (차량 또는 이동 장치와 같은) 가입자 장치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과 스위칭 센터가 포함된다. 가입자가 액세스하는 상기 스위칭 센
터는 그의 '홈' 스위칭 센터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기 가입자 장치는 로밍(roaming) 가입자 장
치라고 부른다. 가입자 장치가 액세스하는 스위칭 센터는 ['방문(visited)' 스위칭 센터라고 부름], 가입
자 장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 빌링(billing) 정보를 '홈(home)' 스위칭 센터로 다시 제공하기 
위해,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STN) 또는 위성 링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접속을 통해 그의 '홈' 스위
칭 센터와 통신해야 한다.

(스위칭 센터, 위치 레지스터 또는 확인 센터와 같은) 고정된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한가지 의무조항은, 
요청(requesting) 가입자 장치가 시스템의 확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후에 가입자 장치에 통신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셀룰러 전화 통신 시스템에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에 하나의 이동 
가입자 식별자(identifier)(MSI)가 지정되며, 다른 가입자 유닛으로부터 가입자를 유일하게 식별한다. 유
럽 셀룰러 통신 시스템, 즉 GSM(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식별자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시겨벌 번호(IMSI)이다. 상기 IMSI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GSM은 대부분의 가입자 고정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 IMSI 대신에 일시적(temporary) 이동 가입자 식별자(TMSI)사용하게 한다. 미합중국
에서, EIA-553 §2.3에는 각각의 가입자가 이동 식별 번호(MIN) 및 펙토리(factory) 셋트 전자 일련 번호
(ESN)을 갖게 됨이 설명되어 있다. 편의상 그러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식별자가 이하로는 MSI라는 
용어로 불리우게 된다.

적법한 가입자가 MSI 검출은 RF 도청 또는, 무선전화 설치자에 의한 의도적 또는 무심결의 MSI 누설에 의
해서  간파될  수  있다.  상기  IMSI가  MIN/ESN  조합보다도  무심결의  누설로부터  더  보호될  수  있다 
할지라도, 상기 IMSI는 그와 유사하게 RF 도청 동안에 누설이 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 프로토
콜 하에서, 일단 가입자의 MSI가 알려지면(도난 당하면), 절도범은 도난 당한 MSI로 또다른 가입자 장치
를 재프로그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입자 장치가 동일한 MSI를 갖게 된다.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이 적법한 MSI를 갖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확인 절차를 갖는 반면, 
대부분은 중복 사용자를 검출하거나 설치자 누설 MSI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능이 결핍되
어 있다. 결국, 적법한 사용자는 그 자신의 사용은 물론이고 그의 MSI를 도둑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금을 물게 된다.

부적법한 가입자(복제품) 및 다른 형태의 부정 액세스로 인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확인 프로토콜이 
고안되어 왔다. GSM에서 상기 고정 네트워크 통신 장치는, 확인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가입자에 대한 챌린
지(랜덤 또는 슈도 랜덤 번호 또는 RAND)를 발생 및 전송함으로써 가입자로부터의 TMSI 수신이 이어진다. 
상기 가입자는 그 메모리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암호화 요소를 검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상기 두 개의 
요소는, 선정된 암호화 알고리즘(예를 들면, A38)과 가입자 확인 비밀 키(Ki)이다. 가입자는 그후 상기 
RAND 및 Ki를 부호화된 응답(SRES)으로 혼합시키며(암호화하며), 이 부호화된 응답을 상기 혼합된 네트워
크 통신 장치로 다시 전송한다. 수신된 SRES가 (상기 네트워크에 저장된 동일한 알고리즘 및 가입자의 Ki
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발생 SRES와 일치되면, 상기 가입자는 서비스를 위해 확인된다.

미합중국, 미합중국 디지탈 셀룰러(VSDC) 및 CDMA(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표준이 IS-54 및 IS-95로 공지
되어 있으며, 인터워킹 프로토콜이 IS-41로서 공지되어 있다.(모두, 워싱턴 D.C 20006, NW, 아이 스트리
트 2001,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즈 어소시에이션 (EIA)에 의해 출판됨). 이것들은, 시스템 액세스가 승인
되기 전에 가입자와 네트워크의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일련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용하는 
동일한 기본 확인 프로토롤을 이용한다. 그러나, 상기 IS-54/95 프로토콜은, GSM에서 사용되는 128비트 
RAND와 비교해서, 32비트 길이의 '글로벌 챌린지'를 사용한다. 이 챌린지가 공유된 비밀 키 SSDA와 함께 

혼합될 때 (또는 암호화될 때), 그 결과는 (GSM에서 32비트 SRES와 대비해 볼 때) 18비트 부호화된 응답 
(AUTH_R)이다. 동일한 알고리즘 및 부가적으로 공유된 비밀 데이타(SSDB)를 이용하거나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시지 암호화 알고리즘 키 및 음성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야기시키는데 또 다른 프로세싱이 사
용된다.

이처럼 매우 다른 확인 프로토콜을 갖는데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에어 인터페이스 경계에서 가입자에 
대해 '심레스(seamless)' 로밍을 제공하는데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듀얼 에어 인
터페이스 폰을 제공하기 위해, 공지된 방법에서는 가입자가, 두 개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듀얼 식별자
(및 듀얼 어카운트)와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한 비밀 키를 부가적으로 유지시키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가입자가 스마트 카드나 여러 시스템의 송수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착탈식 가입자 식별 모듈(SIM)
을 가졌을 때에도, 사용자는 듀얼 식별자를 유지하여야 되며 각각의 스마트 카드에 대한 두개의 SIM 및 
듀얼 등록의 등가물(equivalent)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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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개인용 이동 통신의 개념은 진보된 통신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
한 범용 개인용 이동 통신은, 사용자가 그의 홈 시스템과 다른 확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문 시스템에
서도 쉽게 확인 될수 있을 때에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경감시키고 사용자가 
시스템 경계에서 로밍을 허용하는 프라이버시 및 확인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고정 네트워크 통신 장치에서 가입자 장치를 갖는 통신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들 사이에서 로밍하는 가입자를 도시하는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따라 사용되는 확인 프로세스의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따라 사용되는 확인 프로세스의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밍(roaming)을 제공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밍을 허용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확인 프로세스의 흐름도. 

제8도 및 제9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확인 프로세스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시스템 경계를 교차하는 확인된 로밍을 제공하는데 대한 필요성은, 방문 시스템에 배치될 때에도 자신의 
시스템을 갖는 가입자의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구비하므로써 충족된다. 이러한 확인은,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예에서, 먼저 가입자에게 가입자 식별자(MSI) 및 비밀 키 (예를 들면, A-키, Ki 또는 그와 같
은 것)를 포함하는 가입자 식별 장치(SIU)를 제공함으로 수행된다. 상기 가입자 장치 또는 (제8도 및 제9
도와 관련되어 기술된 바와 같은 실시예의 경우에) 고정 장치에, 하나의 프로세서가 제공되는데, 이는 홈 
시스템 확인 포맷과 방문 시스템 확인 포맷사이에서 필요한 변환을 시키게 된다. 또한 하나의 인터워킹
(interworking)기능이 제공되어 여러 시스템을 접속시키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하나의 위치 레지스터 또
는 스위칭 센터의 부속물 또는 일부로서 접속된다.

제1도는 셀룰러 가입자 전화와 같은 가입자 통신 장치(110)와, 셀룰러 전화 베이스 사이트 및 스위칭 센
터와 같은 고정 네트워크 통신 장치(130)를 도시한다. 상기 가입자 장치(110)는 RF 신호를 수신 및 송신
하는 RF 단(12) 및 RF 단과 메모리(115)에 접속된 마이크로프로세싱 단(114)을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이
에 더해서 상기 가입자 장치(110)는, 보통 마이크로프로세싱 장치(118) 및 메모리(119)를 포함하는 내장
된 가입자 식별 장치(subscriber identification unit; SIU)(116)을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상기 SIU는 
GSM 폰에서 볼 수 있는 가입자 식별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과 같은 착탈식 모듈일 수도 
있다. 상기 GSM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러한 SIU는, 상기 가입자 장치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에 적절한 확인 및 키 일치 알고리즘(A3 및 A8 ; A5는 가입자 장치(110)에 놓인다)은 물론이고, 가입자 
식별자(MSI) 및 비밀 키(Ki)내에 내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SIM은 스마트 카드이다. 상기 가입자 
장치(110)가 그 안에 내장된 SIU(116)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는 반면, 후술되는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는, 
가입자 장치내에 영구적으로 집적될 수 없는 장치내에서, 스마트 카드와 같은, SIU의 사용을 도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후에 제6도와 관련하여 더 기술되듯이, 상기 장치에 보안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부가적인 회로가 적당히 구비되는 한, 가입자 장치(110)의 메모리(115) 및 프로세서(114)를 이용하여 
적당히 구성된 가입자 장치내에서 상기 SIU의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당업자라면 사용자의 보안 
정보(예를 들어 식별자 및 비밀 키)가 확인 및 프라이버시 기능을 위해 유지 및 액세스될 수 있을 다양한 
방법이 있는 반면, SIU에 대한 설명은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의 양호한 실시예만을 제
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입자 장치(110)의 마이크로프로세싱 단(114)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부가
적인 소자에는, 키 엔트리 패드 또는 음성 마이크, 선택적인 특징의 아이템 및 USDC내의 랜덤 숫자 발생
기(가입자 장치로부터 랜덤 챌린지를 발생하기 위한 것)와 같은 데이타 입력 단과 적당한 암호화/해독 회
로가 포함될 수 있다.

스마트 카드/SIU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USDC 폰에서, 가입자 식별자 (MSI로서, 이동 식별 번호(MIN) 및 
전자 일련 번호(ESN)을 포함할 수 있다.)는 비휘발성 메모리내에 놓이게 된다. 'A-키'라고 불리는 64 비
트 비밀 키 역시 이 메모리에 내장된다. 이러한 A-키는 또한 그 홈 시스템내의 가입자를 위한 홈 위치 레
지스터(HLR)내에서 유지된다. 가입자와 단독 HLR 사이의 비밀 키로서 A-키를 유지하면서 인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S-54/95는 확인 및 암호화에 사용되는 일시 공유 비밀 데이
타(SSD) 키를 제공한다. 이러한 SSD키는, 'SSD변경' 명령과 A-키와 함께 수신된 56비트 챌린지의 입력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상기 A-키가 공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SSD 계산시에 상기 홈 시스템 HLR은 상기 
SSD를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로 공지된) 다른 요청 위치 레지스터와 공유한다.

다음에 서비스 영역내의 이동 가입자 장치의 등록 시도와 같은 확인 이벤트가 발생되며, 서빙 시스템은 
글로벌  오버헤드  채널  상에서  32비트  랜덤  챌린지(RAND)를  발생한다.  이  RAND는  18비트  확인 응답
(AUTH_R)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시스템 전체를 통해 사용되는 공통 알고리즘내에서 SSD와 함께 입력된다. 
상기 가입자가 방문 시스템내에 있게 되면, 상기 가입자내에서 계산된 AUTH_R는 상기 방문 시스템의 고정 
네트워크 통신 장치(130)를 통해 RAND와 함께 홈 시스템 HLR로 전달된다. 상기 HLR은 그후 RAND와 가입자
에게 공지된 SSD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AUTH_R 계산을 수행한다. 상기 가입자에 의해 제공된 AUTH_R이 정
확하면, 상기 홈 시스템을 보충, 양호한 실시예에서, 방문 시스템이 홈 네트워크와 더 이상의 상호작용이 
필요없이 장래의 확인을 수행할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 데이타와 함께 SSD를 방문 시스템에 제공한다. 이
러한 공유된 SSD 및 공통 확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한 독립적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상기 초기의 호출 요청에 더해서, 예를 들어 특별한 호출 서비스의 발효, 선정된 기간의 트
래픽 통신 발생 또는 가입자 단말기 호출 요청과 같은 경우에, 확인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확인에 더해
서, SSD는 적당한 메시지 암호화 알고리즘 키 및 음성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16-3

1019960701613



제1도로 돌아가서, 고정 네트워크 통신장치(130)에는, 프로세서 단(140), 데이타 베이스 또는 위치 레지
스터(142), RAND 발생기(136) 및 암호화기/해독기(138)를 갖는 스위치 센터(MSC)(134)를 포함하여 도시된
다. 상기 위치 레지스터(142)는 VLR이며, 그곳에 저장된 비밀 키(146)는, 어떤 발생된 비밀 키 또는 음성 
프라이버시 마스크와 함께 SSD가 될 수 있다. 상기 A-키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밀 
키(146)는, MSI(144)와 가입자의 마지막으로 레지스터된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148)와 함께, 가입자의 
홈  위치  레지스터(HLR)에  저장되기만  한다.  상기  RAND  발생기(136)는  상기  챌린지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며, 상기 챌린지는 가입자 장치(110)와 통신하는 서빙 기지국(132)과 접속된 스위치 센터(134)에서 
발생된다. 상기 고정 네트워크 통신 장치(130)는 다음에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STN)(150)와 접속된
다. 상기 PSTN 연결은, 로밍 가입자의 확인 및 요금청구에 요구될 때와 같이 VLR을 HLR로 연결시킬 때는 
물론이고, 회로 스위치 호출을 고정단부 시스템에 접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확인을 위한 전술된 IS-54/95 연구로 인해 USD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시스템내에서 한정된 로밍이 허용되
는 반면, 아직까지 그의 홈 시스템으로 부터 로밍하는 가입자가 다른 확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아직도 확인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제2도 및 제3도로 돌아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도시되어  있다.  제2도에서,  듀얼  에어  인터페이스  가입자 장치
(SU)(210)는 홈 시스템인 GSM 시스템에서 USDC 또는 CDMA 표준(IS-54/95)에 부합되는 방문 시스템으로 로
밍하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가입자는, 제1도의 가입자 유니트(110) 및 SIU(116)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가입자 장치(210)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 장치(SIU)(216)을 휴대한다. GSM 표준에 따라, 
SIU(216)는 가입자 장치(210)에 부착이 가능한 SIM 또는 스마트 카드가 될 수 있다. 가입자 장치(210)가 
듀얼 에어 인터페이스 폰이므로,다른 에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그 RF 단 및 마
이크로프로세서 단이 구비된다. 본 발명에 의해서, 가입자 장치(210)는 다른 시스템에서도 확인 될 수 있
다. 제3도의 특정 실시예에서, 확인을 위한 필요한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자 장치(210)가 구비된다. 
따라서, 상기 SIU(216)는 간단히 표준 GSM SIM 카드가 될 수 있으며, 표준 GSM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것보
다 더 많은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술된 바와 같이, 상기 GSM 확인 프로토콜은 전술된 전형적인 USDC확인 프로토콜과 상당히 다르다. GSM
에서 각각의 SIU 또는 SIM은 가입자의 독특한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IMSI) 및 128 비트 비밀 키, Ki로 
프로그램 된다. 이러한 IMSI 및 Ki 역시 홈 시스템의 HLR에 담기게 된다. 전형적인 GSM 스위칭 센터(23
5)에서, 상기 IMSI 및 Ki에 대한 실제 저장 위치는 HLR(243)에 접속된 확인 센터 (AuC)(245)(프로세서 및 
데이타베이스)이다. 홈 시스템내에 있으며, 가입자 장치(210)가 홈 위치 레지스터에 의해 사용되는 서비
스 지역에 있으면, 등록에서, 상기 HLR/AuC(243, 245)는 혼합 알고리즘(A3)내의 RAND 및 비밀 키 Ki 를 
사용하여 32비트 부호화된 응답 (SRES)을 계산한다. 세션 키, 또는 비밀 암호화 키(Kc)도 분리된 알고리
즘(A8)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동시에 가입자 장치(210)내의 SIU(216)는, 수신된 RAND 및 저장된 Ki를 이
용하여 SRES 및 Kc를 계산한다. SRES는 가입자 장치(210)로부터 다시 전송되어 그 초기에 계산된 SRES와 
비교하기 위해 HLR/AuC(243, 245)로 향한다. 일치되는 경우, Kc는 암호화 변수로서 저장되며 서비스가 진
행되도록 허용된다. 홈 시스템 내에서 로밍하는 경우, 고정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Ki가 VLR과 공유되지 않
도록 변동된다. 따라서, 가입자 장치(210)의 등록시에, 각각 RAND, SRES 및 Kc로 구성되는, 적당한 수의 
트리플렛 셋트에 대한 HLR로 요청이 전달된다. 수신시에, 상기 VLR은 상기 챌린지 RAND를 발생하며, 응답 
SRES를 비교하며, 일치된다면 암호화 키로서 Kc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 발명은 가입자 장치가 그 홈 시스템내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에어 인터페이스 및 확인 프로
토콜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GSM 및 IS-54/95와 같은 시스템의 경계를 교차하는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것은, 제2도 및 제3도의 실시예에서 방문 시스템(202)의 서빙 통신 장치(234)에서 RAND 발
생을 시작하므로써 수행된다. 이것은 글로벌 챌린지(RAND)가 주어진 셀 커버리지 영역(206)에 들어가는 
가입자 장치에 이미 전달되는 USDC 형의 시스템에서의 사용법과 합치한다(단계 305).

이러한 가입자 장치가 방문 시스템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단계310)(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한 선정된 
선택에 의해 또는, 그 오버헤드 메시지 트레인이나 방문 시스템 프로토콜에 특이한 확인 신호 전달과 같
은 방문 시스템으로 부터의 정보를 처리함에 의해 인식됨), 가입자 장치(210)는 수신된 RAND를 홈 시스템 
포맷 (RANDH)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변환은, 예를 들어 제1도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114)에서 수행될 

수 있다. GSM시스템으로부터 IS-54/95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 그러한 변환은 가입자 장치에 의해
서 수신된 32비트 RAND를 32비트 챌린지의 패리티에 의존하여 교번하는 하이 및 로우 비트 패턴('원 제로 
원 제로' 또는 '제로 원 제로 원')과 결부시키고 SIU/SIM(216)에 의해 예상되는 128비트 RAND로 변환시킴
으로써 수행된다.

전형적인 GSM SIM 이면, SIU(216)는 차례로 32비트 SRES 및 64 비트 Kc를 계산한다. 그후 상기 가입자 장
치(210)는 예를 들어 32비트 SRES를 18비트 AUTH_R로 트렁케이트(truncate) 하고 상기 AUTH_R을 서빙 스
위치 센터 통신 장치(234)로 전달하므로 상기 SRES를 리포맷한다(단계 325-340).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스위치 센터(234)는 다음에 수신된 AUTH_R, 32비트 RAND 및 가입자 식별자(MS
I)를 PSTN(250)을 통해서 홈 시스템(204)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여분의 계산 요구조건이 방문 시스템에 
부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필요한 재변환이 그 서비스 센터(235)의 홈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필요한 프로토콜 변환이 방문 시스템(202) 서비스 센터(234)나 홈 시스
템(204) 서비스 센터(235) 중 하나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또한 당업자라면 본 발명에 비
추어서, 스위칭 센터(234, 235) 각각 또는 양 센서에서 필요한 인터워킹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며 따라서 
PSTN(250)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전달 정보가 수신 스위칭 센터에서 수신되고 이해(understood)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방문 시스템(202)은 필요한 변환/인터워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홈 
시스템(204)이 일반 신호전달 및 비변환된 AUTH_R/RAND 쌍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기 방문 시스템
이 필요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당하게 포맷된 정보를 홈 시스템(204)내의 스위치 센터(235)로 전
달한다.

상기  AUTH_R/  RAND  쌍  및  가입자  식별(MSI)를  수신할  때,  홈  시스템(204)의   HLR/  AuC(243,  245)는 
SIU(216)에 의해 적용된 것과 동일한 변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32비트 RAND를 128비트 RANDH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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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 및 Kc는 검색된 Ki 및 RANDH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변환된 SRES(이 예에서 트렁케이트 됨)은 수신된 

AUTH_R 과 비교된다. 상기 방문 시스템(202) 스위치 센터(234)에는 가입자 장치(210)가 확인되었는지 여
부가 통보된다. 가입자 유니트(210)가 확인되었으면, Kc는 암호화를 목적으로 비밀 키로서 전달된다(단계 
345-365).

상호 시스템 신호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챌린지 응답 트리플렛 셋트를 발생하여 후속되는 
확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VLR(242)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HLR/ AuC (243, 245)은 전술
된 실시예와 일치하게 부가적인 Kc - RAND H -SRES 트리플렛 셋트를 발생하며, HLR(243)은 또한 RAND H  - 

SRES를 처리하여 방문 시스템 포맷 RAND-AUTH_R쌍으로 출력한다.

상기 확인 프로세스에서 이력 정보(historical information)를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방식은 RANDH n

개의 RAND로 변환하는 것이다(여기서 n은 예를 들면6). 다시 말해서 상기 128비트 RANDH IS-54/95 형태의 

시스템내에서 진행되는 통신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 6개의 24비트 RAND_U로 세그멘트될 수 있다. 일단 변
환되면, 상기 트리플렛은 초기 세션 암호화키 (Kc)와 함께 VLR(242) 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가입자 장치
(210)와 방문 시스템(202)과의 통신이 시작될 수 있다. 방문 시스템(202)은 챌린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 
RAND_U를 전달하며, 가입자 장치(210)는 모든 n이 수신될 때까지 각각의 RAND_US를 저장한다. 상기 가입자 

장치는  결합된 RAND_U S  128을  초과하는  어떤  비트도  내던지며,  상기 RANDH 를  SIU(216)로  입력시킨다. 

SIU(216)는 RANDH로부터 SRES를 발생하며, SRES를 출력하여 AUTH_R로 변환시키고 이를 방문 시스템(202)으

로 전달한다. 좀더 융통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가입자 유니트(210)는, 상기 레지스터가 저장된 비트를 
128비트 RAND로 변환하기 위해 아직 풀이 아닐 때 선정된 필 패턴이나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히스
토릭 정보를 갖는  RAND로서  마지막으로 들어온(last-in)  128비트를  이용하여,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first-in, first-out) 레지스터에 RAND_US를 저장할 수 있으며, 상기 HLR은 이러한 챌린지 접근을 고려하

여 예상된 SRES를 이미 계산하였다. 각 접근방식에서, 적당히 확인하여, 암호화 변수에 대해 새로운 Kc을 
이용하여 통상이 계속된다(단계 365-395).

제4도는 듀얼 에어 인터페이스 폰을 이용하여 홈 시스템이 IS-41/54/95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로밍 
가입자에 대해 도시한다. 제3도의 실시예에서처럼 가입자 장치(210)가 홈 시스템에 있음을 인식하면,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확인이 진행된다(단계 315-320; 410-425). 다른 한편, 가입자 장치(210)
가 GSM시스템에 있음을 인식하면, 그것은 적당한 에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식별
자(MSI)를  서빙  기지국으로  전달하기  시작한다.  스위치  센터(235)와  같은  고정  네트워크  통신장치는 
PSTN(250)을 통해서 홈 시스템내의 홈 위치 레지스터로 접속을 설정한다(이는 제4도에서 설명하기 위해 
스위치 센터(242)내에서 고려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HLR에서 유지되는 가입자 프로파일은 가입
자 유닛(210) 또는 SIU(216)가 방문 시스템(예를 들면, A38)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카피(copy)또는 특
별한 목적의 알고리즘 또는 홈 시스템 알고리즘상의 확장(예를 들면, 방문 시스템 알고리즘의 저장 요청
없이 비표준 비트 길이 챌린지 또는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것)을 유지하는 여부를 주목한다. 동일한 알고
리즘이 사용되면, 상기 홈 시스템은 일시적인 비밀 키(Ki-temp)로 사용하기 위해 128 비트의 공유된 비밀 
데이타(SSD)를 방문 시스템으로 보낸다. 상기 방문 시스템은 Ki-temp로 부터 필요한 RAND-SRES-Kc 트리플
렛을 발생시키며 적당한 응답을 위해 제1 RAND를 가입자 장치(210)로 전달한다. 이에 응답해서 가입자 장
치는 그 저장된 SSD 및 A38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RES 및 Kc를 발생하며 상기 SRES를 방문 시스템으로 전
달한다(단계 435-470).

가입자 장치/SIU(216)에 적당한 방문 시스템 확인 알고리즘이 구비되지 않으면, 홈 시스템은 GSM  호환 
RAND-SRES-Kc 트리플렛을 발생하며 방문 시스템에 전달한다. 상기 방문 시스템은 다시 가입자 장치를 챌
린지 하고 가입자 장치로부터 발생된 SRES를 비교한다(단계 440-475). 수신된 SRES에 의존하여,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허용되거나 종료된다(단계 475-485).

SIU(216) 및 가입자 장치(210)의 프로그래밍 그리고, 각각의 방문 또는 홈 시스템 스위치 센터 및 위치 
레지스터의 변화 및 인터 네트워킹 기능과 같은 요인에 의존하여 제3도 및 제4도에 기술된 방법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4도에 예시된 실시예의 경우에, SSD를 방문 시스템으로 해제
하기 전에 RAND 발생을 요청하고 부호화된 응답을 홈 시스템으로 전달함으로써 훨씬 우수한 보안 방법이 
수행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그러한 변동을 위한 기준이, 액세스시에 일시적인 Ki 키로 더욱 보안을 유
지하기 위한 선호성과 확인중에 가입자에게 발생되는 증가된 인터 시스템 신호전달 트래픽 및 결과로서 
일어나는 지연에 의해 야기되는 경향과 같은 경쟁 요소에 기초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도는 인터 시스템 확인과 가입자에 대한 더 일반적인 개인 이동이 가능한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예시된 실시예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510) 또는 착탈식 가입자 식별장치(SIU)(516)는, 가입자 장
치(510)가 듀얼 에어 인터페이스 폰으로 구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입자를 위한 필요한 확인 정보를 
포함한다. SIU(516)가 가입자 장치(510)의 슬롯(512)으로부터 떨어질 때, 가입자는 SIU(516)다. 방문 시
스템(502)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획득된 적당히 구성된 일시적 가입자 장치(511)를 이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동을 위한 하나의 특별히 유리한 장치는, 공항 또는 국경 통과와 같이, 방문 시스템에 
대한 일부 엔트리 점에 위치한 일시적 가입자 장치 단말기((505)(이 예에서는 분배 박스)가 될 수 있다.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를 얻기 위해서, 가입자는 그의 SIN(516)를 단말기(505)로 삽입하기만 하면 된
다. 보안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PIN은 선택적으로 요구되어 단말기(505)상의 데이타 엔트리 인터
페이스(519)를 통해서 들어간다. 스마트 카드 판독기(517)는 가입자 식별 정보(MSI)를 획득하여 단말기를 
로컬 시스템의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 (VLR)(542)와 접속되게 한다.

이에 응답하여 상기 로컬 시스템은 RAND를 발생하며 이를 단말기(505)에 전달한다. 예를 들어, MSI내의 
정보로부터, 가입자의 홈 시스템 확인 포맷을 판단할 때, 로컬 시스템(302)또는 단말기(505)로 입력시키
기 위해 상기 발생된 RAND를 홈 시스템 포맷(RANDH)으로 변환한다. SIU(516)는 부호화된 응답(예를 들면, 

SRES, 그러나 이하로는 더 일반적으로 'RESP') 및 그 비밀 키(예를 들면, Ki)를 사용하는 Kc 및 RES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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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505)로 출력한다. 단말기(505)는, 홈 시스템(504) 홈 위치 레지스터(543)로 전달하기 위해, MSI, 
위치 정보(VLR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RANDH 및 RESP를 로컬 시스템 스위치 센터 또는 VLR(542)로 전

달한다.

Ki 검색시에, 상기 홈 시스템은, RANDH 및 Ki를 이용하여 RESP 및 Kc를 계산하며, 확인 일치가 존재하는지

를 결정한다. 그 결과는, 일시적인 비밀키(A-키)로서 사용하기 위해 Kc와 함께, PSTN(550) 및 VLR(542)를 
통해 단말기(505)로 전달될 수 있다. 수신할 때, 단말기(505)는 상기 일시적인 A-키를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그 일시적인, 또는 휘발성 메모리에서)로 로드하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를 가입자로 활
성화하여 분배하며, SIU(516)로 돌아간다(제7도의 단계 705-750). 그처럼 수행될 때, 가입자는 단말기내
의 리턴 슬롯(513)또는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로 돌아간다.

가입자가, 더 전형적인 현재의 USDC-스타일의 폰과 같이, 착탈식 SIU(516)를 갖지 않는 가입자 장치를 가
지고 이동하던 중이면, 이러한 동일한 인터 시스템 이동은 가입자 장치(510)를 적당히 수정함으로써 수행
될  수  있다.  가입자  장치(510)가  초기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밀  키  정보  및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 장치(510)는 MPU에 결합된 금속 콘택과 같은 데이타 인터페이스(512)를 포함하도록 수
정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SIU(516)를 적당한 판독기(517)로 삽입하는 대신에, 상기 가입자 장치는, 
단말기(505)상에서 적당하게 구성된 수신 슬롯(515)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확인 정보는 콘택(512)을 통
해 단말기(505)와 가입자 장치(510) 사이에서 전달된다. 상기 수신 슬롯은, 안테나 및 가입자 장치의 홈 
에어 인터페이스(서비스되는 모든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해 적당히 프로그램되며 구성된 프로세서 및 송수
신기를 이용한다)를 통해 수신 및 가입자 장치(510)와 통신하는 것이 가능한 rf 챔버가 될 수 있다. 그러
한 방법이 각 가입자가 SIU를 갖는 것 보다 덜 편리하다 할 지라도, 그의 가입자 장치내 메모리 내에 유
지되는 식별자/확인 정보를 갖는 많은 가입자에 대해 훨씬 큰 이동성을 제공한다.

상기 실시예가, 여러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시스템 사이에서 이동하는 하나의 가입자 장치로 향하여 
기술되었지만, 단지 하나의 에어 인터페이스 및 하나의 확인 프로토콜에 적합한 가입자 장치(510)를 갖는 
가입자의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505)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자 장
치(510)상의 인터페이스(512)를 통해 콘택트가 단말기(505)에 설정되면, 초기 확인이 설정된 유사 시스템 
프로토콜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더 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확인되
면,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는 일시적인 A-키로 단말기(505)를 통해서 프로그램되며, 이는 임대 기간
동안 사용자의 비밀 키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A-키는, 현재 사용되는 보안 코드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배터리  콘택과  같은  콘택을  통해서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는 
물론, 일시적인 A-키의 감도로 인해, 단말기(505) 및 홈 시스템 사이의 암호화된 링크를 요구한다(그 대
신에 일시적인 A-키가 SIU로 부터의 Kc가 될 수 있다). SSD는 새로운 일시적인 A-키와 사용을 위해 해제
된 임대 장치(511)를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다. 시간 변수 또는 다른 파라메타를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511)로 지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상의 사용 길이에 제한을 가하며, 따라서 특별히 보안
에 대한 예방책을 제공한다.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는 임대 기간의 만료가 다함에 따라 상기 가
입자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대체해서, 일부 조작자는, 그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에 특수한 MIN 및 A-키로 프로그램된 일시
적인 가입자 장치(511)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 이동하는 가입자를 성공적으로 확
인하고 나서, 상기 단말기는 MIN을 방문 시스템 VLR을 통해서 홈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방문 
시스템내의 위치 레지스터중 하나는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에 대한 홈 위치 레지스터로 작용하
며, A-키의 네트워크 카피를 포함하는 적당히 저장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511)에 대한 또다른 확인 및 암호화는 A-키 및 방문 시스템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된다.

또다른 대체 방식에서,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511)는 스마트 카드(또는 SIM)을 판독하기 위해 구비
되며 단말기(505) 공지된 Ki/IMSI를 갖는 카드로 프리로드될 수 있다. 그후, 상기 가입자가 확인되자 마
자, 스마트 카드가 전달될 수 있으며 그 IMSI는 로컬(GSM) 시스템에 통보된다. 또다른 프라이버시 및 확
인이 로컬 확인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제6도로 들어가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실시예로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제8도 및 제9도에 더 예시되어 있다. 단말기 이동에 집중된 즉, 시스템 경계에서 가입자 장치 또는 일시
적인 가입자 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전의 실시예와는 달리, 제6도의 실시예는 시스템 경계에서 '사용
자' 이동성 또는 이동으로 더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수의 가입자 장치를 갖는 경우를 예시한다. 
가입자 식별 모듈(SIMS) 또는 동시에 하나의 가입자 장치에 서비스를 액세스 하기 위한 스마트 카드에 의
존하기 보다는,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가입자(또는 사용자) 식별 장치가, 가입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시간에 다수의 서비스를 확인하게 한다. 상기 SIU는 착탈이 필요치 않지만(그리고 위치설정이 더 잘못될 
수 있지만), 편리한 가입자 장치에 장착될 수 있다. 제6도에는 그러한 장치가 두 개 도시되는데, 작은 '
캔디-바' 크기의 폰(660) 또는, 더 작은 시계 크기의 장치(661)이다. 더 소형화시키므로, 사용자의 가입
자 인식 장치를 저장하는 주요 가입자 장치로서 사용하기 위한 더  작고 더  편리한 크기의 물체(예를 
들면, 펜과 같은것)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단말기에 근접(proximity)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근접'이란 한정된 범위(전형적으로 10 미터 이하)를 의미하며, 따라서 합리적으
로 말해 사적이거나 보안이 된 통신 링크를 제공한다. 이것은 가입자 장치(660) 및 단말기(605)상의 적외
선 송수신기(665, 667)사이의 짧은 범위의 광 주파수(적외선) 링크로서 제6도에 도시된다. 사용자는 버튼
(662)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하거나, 키패드 또는 마이크(음성 인식이 가능한 가입자 장치)와 같은 다른 편
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664)에 의해서 이러한 링크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상기 근접 
연결이 무선 기술(예를 들면 저출력 rf나 레이저)을 통해 설정될 수 있으며, 가입자 장치(660) 및 단말기
(605)상에 적당히 적응된 전기 접속기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다(예를 들어, 더 보안이 되는 트랜잭션을 
위해서 또는 백업으로서).

상기 근접 연결이 설정되면, 가입자 장치는 가입자 식별(예를 들면, 시스템 선호도 및 기능에 따라, IMSI 
또는 RMSI) 및 서비스 요청을 단말기(605)로 전달한다. 서비스가 요구되는 기간과 같은 부가적인 파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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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 가입자 장치(660)를 통해서 들어가 전송된다. 그 대신에, 이러한 부가적인 파라메타는 단말기(605)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623)를 통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여, 단말기(605)로 부터 로컬 시스템의 서빙 위치 레지스터(VLR)(643)으로 보안 접
속이 설정되며, 상기 로컬 시스템에는 MSI, 서비스 요청 및 부가적인 파라메터가 통지된다. 이에 응답하
여, 상기 로컬 시스템(602)은 요청된 서비스의 량을 위해 충분한 챌린지(RANDS)를 발생하여 단말기(605)를 

통해서 RANDS를 가입자 장치(660)로 전달한다. 단말기(605)는 상기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 및 가입자

(660)의 가입자 식별자 장치에 의해 사용된 포맷팅을 인식하기 위해 구비되며, 수신된 RANDS를 적당한 홈 

시스템 포맷(RANDHS)로 변환한다. 그 대신에, 챌린지 및 방문 시스템(602)로 부터 수신된 응답을 인식 및 

그 자신의 홈 시스템 포맷으로 변환하도록, 상기 SIU 자체가 구비된다. 어느 경우이든, 적당하게 포맷된 
RAND가 사용자 식별자에 의해 수신되며 RANDH에 대해 응답(예를 들면 RESPH) 및  암호화 키(예를 들면, 

Kc)를 발생하기 위해 그 비밀 키(예를 들면 Ki)와 함께 확인 알고리즘으로 입력된다. 결과로서 나오는 트
리플렛은 단말기(605)로 적당히 변환 및 전달(또는 그대신에 전달되고 계속해서 로컬 시스템 프로토콜
(RESPVS)로 변환 된다. 

RESPVS가 VLR(643)에서 수신되면, MSI, 위치, 서비스 요청 및 RAND/RESPV 쌍은 홈 시스템(604) 및 홈 위치 

레지스터(643) 또는 사용자 식별자 장치를 위한 다른 확인 센터로 전달된다. 상기 RAND/RESP 쌍을 그 홈 
시스템 프로토콜로 적당히 변환하여, 상기 RANDH 및 저장된 비밀 키(Ki)로 부터 또다른 RESPH 및 암호화 

키(들)(Kc)가 발생된다. 상기 변환된 RESPS 및 또다른 RESPH는 확인 일치를 위해 비교된다.

단말기(605)에는 상기 결과가 통보되며, 상기 계산된 Kcs는 확인시에 VLR(643)를 통해서 단말기(605)로 
전달된다. VLR(643) RANDV-RESPV-Kc 트리플렛을 저장하고 단말기(605)는 저장된 트리플렛을 일시적인 가입

자 장치(611, 613)로 로드한다(제8도의 단계 805-885 참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611, 613) 또는,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613)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스마트 
카드(616)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단말기(605)는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고정된 단말 시스템 또는 무선 
고정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605)는 비디오 단말기(617) 및 사용자 입력(623)
(키보드 마이크와 같은 것) 또는 팩시밀리(621)와 같은 하드 카피 출력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 
무선 수단에 의해서 로컬 시스템(602)으로 접속될 때, 이러한 서비스의 확인 및 시작이 제8도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앞서게 된다. 상기 단말기가 음성(PSTN(605)과 같이) 또는 데이타 네트워크로 직접 접
속될 때, 확인하고 바람직한 통신을 위해 단말기(605)를 홈 시스템(604)과 직접 접속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이 후자의 경우에, 간단한 확인 절차가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HLR(643)은 요청된 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RANDS를 발생하며 계속되는 부호화된 응답을 확인하며, 항상 PSTN(650)을 통해서 단말기(60

5)로 거의 직접적인 접속을 이용한다. 그 대신에, 단말기(605)는 시간전에 필요한 RANDS를 발생할 수 있으

며, 응답(RESPS)을 얻어서, 서비스가 바람직할 때 RAND-RESP쌍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모든 팩스가 단말

기(605)로 전송되어야 하는 회의실에서 한 중역이 설정된 시간동안 단말기(605)를 확인하고자 하면, 단말
기(605)는 상기 설정된 시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RANDS를 발생한다(예를 들면, 상기 가입자 중역

에 의해 전달된 시간 파라메타에 기초해서). 성기 가입자 장치(660)는 RESPS를 발생할 수 있으며, 단말기

(605)는, 홈 시스템(604)에 의해 확인하기 위해서 무선 수단을 사용하면 PSTN(650) 또는 VLR(643)을 통해
서, 가입자 장치(660) MSI, 서비스를 요청 및 RAND/RESP 쌍과 통신한다. 확인시에, 상기 홈 시스템(604)
은, 상기 설정된 시간동안 팩스가 단말기(605)로 전달되어야 하는 표시기를 저장할 수 있다. 팩스가 전달
받을 준비가 되면, 부가적인 RAND/RESP 쌍이 실제적인 전송 전에 단말기(605)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 식별자 장치가 동시에 여러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또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장치(660)에 가입자 '프록시스(proxies)' 또는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로서 작
용하는 장치의 수 및 형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664)가 구비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각각의 가입자 장치에 사용자의 특정한 서비스 기간의 끝에
서 상기 장치를 끄거나 '타이밍 아웃'하기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그처럼 구비된 일시
적인 가입자 장치는, 근접 연결을 재설정 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서비스 기간의 끝으로 사용자를 프롬
프트하여 또다른 서비스/부가적인 트리플렛에 대한 확인을 얻게 된다. 적당한 다른 확인없이 그러한 기간
의 끝에서,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는, 로드되는 일시적인 식별자(TMSI) 및 트리플렛을 소거하기 위해
서 구비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를 또다른 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단말기로 리턴시키
기 위해 프롬프트될 수 있다.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는, 사용자 불사용에 응답하여 규정된 서비스 기
간의 끝 이전에 사용자 특정 정보를 소거하기 위해 구비될 수 있다(제9도의 단계 (905-925)참조).

사용자가, 사용자 식별 장치에 있는 그의 보안 신임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의해 적당히 확
인된 다수의 목표 가입자 장치중 하나에 특별한 서비스가 발생되거나 전달되며, 로컬 시스템 에어 인터페
이스 및 네트워크와 호환되면 보통의 음성 호출을 발생 및 수신하기 위해 사용자 소유 폰(660)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663) 리마인더 특징은, 얼마나 많은 장치(및 형태)가 프록시 렌더링 
일시적인 서비스(proxy rendering temporary services) 하에 있는지(예를 들면, '서비스' 아이콘이, 비디
오 회의 단말기, 팩시밀리 및 가입자 장치(660)가 서비스를 위해 작용됨을 보여줄 수 있다)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서비스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종결시키도록 사용자를 유익하게 프롬
프트 한다. 또한, 선정된 량의 서비스가 요청되면(시간의 설정 또는 청구액과 같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작동되는 팩스를 내버려 두고자할 때 방향이 잘못 정해진 서비스 량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적인 안전장치
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여러 예시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전술된 설명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하지만, 본 발명
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실시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적당
히 구성된 시스템하에서 제3도 및 제4도와 관련하여 설명된 특징 확인 방법이 제6도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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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으며, 둘은 가입자 장치)(660)(로컬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해 적당히 구성될 때)에 제공된 서
비스 및 단말기(605)에 대한 것이다. 당업자라면 사용자가 이동되게 되는 시스템들에서 사용되는 특정 프
로토콜 및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여 확인 기능의 특정 인터워킹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
시된 실시예가 셀룰러 또는 PCS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되는 반면, 본 발명은, 위성 기지의, 페이징 및 
다른 무선 데이타, 케이블 및 유선 또는 광섬유 채널을 통해 통신하는 다른 고정단부 단말기를 포함하여, 
확인을 요하는 모든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결국, 전술된 설명이 하나의 가입자에 
대해 확인을 논하므로 본 발명을 예시하였지만, 본 발명은 여러 가입자 확인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복수의 시스템에 적용되며, 실제로 그와 같이 예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논의 및 
예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지만,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서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확인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방문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를 통해서 통신하
는 가입자 장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확인 정보를 발생하기 위한 방법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와 
가입자 장치의 홈 통신 시스템은 각각 가입자 장치 식별자와 상기 가입자 장치의 제1비밀 키와 확인 알고
리즘을 저장하며, 상기 방법은, 제1확인 프로토콜과 다른 홈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홈 통신 시스템에
서, (a) 상기 식별자와 상기 통신 장치로부터 서비스를 위한 요청의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서
비스를 위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홈 프로토콜에서 확인 챌린지(RANDH)를 발생하며 제1비밀 키를 얻는 

단계; (c) 상기 홈 통신 시스템 저장 제1 비밀 키 및 확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홈 확인 프로토콜에
서 상기 RANDH를 확인 응답(RESPH)으로 처리하는 단계; (d) 상기 RANDH를 상기 제1 확인 프로토콜의 확인 

챌린지(RANDV)로 변환하며 상기 RESPH를 상기 제1 확인 프로토콜의 응답(RESPV)으로 변환하는 단계; (e) 

상기 RANDV 및 RESPV 를 상기 가입자 장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통신 장치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인 정보를 발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문 통신 시스템내의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단말기를 통해 가입자 장치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상기 가입자 장치 및 상기 가입자 장치의 홈 통신 시스템은 각각 가입자 장치 식별자
와 상기 가입자 장치의 제1비밀 키와 확인 알고리즘을 저장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단말기내에서, (a) 
상기 가입자 장치와 근접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 (b) 상기 방문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와의 통신 
채널을 설정하며, 상기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방문 통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제 1 확인 프로토콜의 제 1 
확인 챌린지(RANDH)를 요청 및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확인 프로토콜이 상기 가입자 장치의 홈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홈 확인 프로토콜과 다르다는 판단이 났을 때 이에 응답하여, RANDV를 홈 확인 프로

토콜의 확인 챌린지(RANDH)로 변환하며, 상기 RANDH를 상기 가입자 장치로 전달하는 단계; (d) 상기 가입

자 장치로부터 확인 응답(RESPH)을 수신하며, 상기 RESPH 를 제1 확인 프로토콜의 응답(RESPV)으로 변환하

는 단계; (e) 상기 RESPV 를 상기 통신 장치로 전달하는 단계; (f) 상기 홈 확인 프로토콜로 변환된 RESPV 

가, 홈 확인 프로토콜로 변환된 RANDV로부터 계산된 또 다른 응답에 일치하도록 결정될 때, 일시적인 가입

자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단말기에 통보하는 확인 메시지와 , 상기 확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상기 제1 
비밀키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장치를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 

로컬 시스템의 통신 장치를 통해서 통신하며, 홈 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며, 가입자 식별자, 제1 비
밀키 및 확인 알고리즘을 갖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가입자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통신 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받기 위한 통신 수단; (b) 로컬 통신 시스템이 가입자 장치내에서 사용된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
콜과 다른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지를 판단하며, 그러한 판단에 응답하여 확인 수단을 작
동시키기 위한 판단 수단을 포함하며; (c) 상기 판단 수단 및 통신 수단에 결합되며, (1) 로컬 시스템 확
인 프로토콜의 통신 장치로부터 제1 확인 챌린지(RANDH)를 홈 확인 프로토콜의 홈 확인 챌린지(RANDH)로 

변환하며, (2) 제1 비밀 키 및 확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답(RESPH) 및 제1 암호화 키로 RANDH를 처리하

며, RESPH를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제1 응답(RESPV )으로 변환하며 상기 통신 장치로 전송하도록 

RESPV를 통신 수단으로 출력하기 위한 확인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단말기로 근접 통신 채널을 설정하며, 상기 가입자 장치와 상기 
단말기 사이를 적어도 하나의 또 다른 챌린지, 각각의 또 다른 챌린지에 대해 발생된 적어도 하나의 또 
다른 확인 응답, 가입자 식별자, 및 서비스 요청을 전달하도록, 상기 판단 수단 및 확인 수단에 결합된, 
제2 통신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장치.

청구항 5 

로컬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를 통해서 통신하는 가입자 장치내에 수신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입
자 식별자, 제1 비밀키 및 적어도 하나의 확인 알고리즘을 갖는 메모리를 구비하는 가입자 식별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가입자 장치로 정보를 전송하며 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b) 상기 가입자 장치
로부터 수신된 챌린지(RAND)가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 또는 상기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과는 다른 방
문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인지를 판단하며, 상기 RAND가 방문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 인지에 대한 판단에 
응답하여 변환 수단을 작동시키기 위한 판단 수단; (c) 상기 판단 수단 및 인터페이스 수단에 결합되며, 
방문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상기 통신 장치로부터 제1 확인 챌린지(RANDV)를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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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확인 챌린지(RANDH)로 변환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상기 변환 수단; (d) 상기 변환 수단에 결합되며, 상

기 RANDH를 입력시키고, 상기 RANDH, 상기 제1 비밀키 및 상기 확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답(RESPH)을 

계산하기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변환 수단은 RESPH를 수신하여 방문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제1 응답(RESPV)으로 변환하며 RESPV를 SU로 출력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식별 

장치. 

청구항 6 

통신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및 가입자 식별자, 비밀키와 확인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는 확
인 장치를 소유한 가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인 장치와 로컬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 사이
에서 정보를 전달하며, 상기 확인 장치의 홈 통신 시스템에 의해 확인 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입자 단말
기에 있어서, (a) 상기 통신 장치로 정보를 전송 및 수신하며,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기 확인 
장치로 정보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 (b) 상기 확인 장치가 상기 통신 장치내에서 사용되는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과 다른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판단하며, 그러한 판단에 
응답하여 변환 수단을 작동시키기 위한 판단 수단; 및 (c) 상기 판단 수단 및 통신 수단에 결합되어, 로
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제1 확인 챌린지(RANDV)를 홈 확인 프로토콜의 홈 확인 챌린지(RANDH)로 변환

하며,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확인 장치로부터 상기 RANDH로 제1 응답을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응답(RESPV)으로 변환하기 위한 상기 변환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확인 장치로 RANDH를 

전달하기 위해 작동하며 상기 확인 장치로부터 RESPH를 수신하며, RESPV를 상기 통신 장치로 전달하기 위

해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단말기.

청구항 7 

로컬 통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에 있어서, (a) 일시적인 메
모리; (b) 상기 일시적인 메모리에 결합되어, 확인 정보 및 적어도 하나의 사용 파라메타를 수신하여 일
시적인 메모리로 입력시키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파라메타는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와의 또 
다른 통신이 금지된 후  허용된 통신서비스의 양을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수단, (c) 상기 
일시적인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확인 정보를 이용하며, 
규정된 량의 통신 서비스에 대해 로컬 시스템과 사용자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 (d) 상기 통신 
수단을 금지하며, 상기 확인 정보 및 규정된 량의 통신 서비스에 이어지는 임의의 가입자 규정 정보를 소
거하기 위한 디액티베이션 수단(deactivation means)을 포함하는 일시적인 가입자 장치.

청구항 8 

제2 로컬 통신 시스템내에서 작동이 가능한 가입자 장치의 홈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에서, 상기 통신 
장치 및 가입자 장치는 각각 확인 알고리즘, 저장된 제1 비밀 키 및 상기 가입자 장치의 가입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메모리를 가지며, 상기 통신 장치는, (a) 상기 로컬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가입자 장치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 (b) 상기 통신 수단에 결합되어, 확인을 위한 요청 수신에 
이어서, 로컬 통신 시스템이 상기 가입자 장치에서 사용된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과 다른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판단 수단; (c) 상기 판단 및 상기 통신 수단에 결합되어, 상
기 통신 수단에 출력하기 위해 로컬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의 확인 정보를 발생하며, 챌린지와 응답을 발
생시키기 위한 수단, 및 홈 시스템 확인 프로토콜로부터의 상기 챌린지 및 응답을 로컬시스템 확인 후 프
로토콜의 챌린지 및 응답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단을 갖는 확인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통신 시스템의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1 가입자 장치와, 제1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홈 통신 장치와, 제1 가입자 장치의 식
별자 및 제1 비밀 키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는 홈 시스템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홈 통
신 장치는 상기 확인 챌린지 및 제1 비밀 키를 이용하여 확인 챌린지를 응답으로 처리하도록 작동하며, 
상기 통신 시스템은, (a) 제2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로컬 통신 장치를 갖되 상기 가입자 장치가 홈 
시스템 및 로컬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작동하는 제2 로컬 시스템; (b) 상기 로컬 통신 장치 및 홈 통신 장
치 중 적어도 하나에 결합되어, 제2 확인 프로토콜의 제1 확인 챌린지(RANDV)를 홈 확인 프로토콜의 홈 확

인 챌린지(RANDH)로 변환하며, 홈 확인 프로토콜의 RANDH(RESPH)에 대한 응답을 제2 확인 프로토콜의 응답

(RESPV)으로 변환하기 위한 상호 작용 수단; (c) 한 그룹은 RANDV와 RANDH로 이루어지며 한 그룹은 RESPH 

및 RESPV로 이루어지는 로컬 통신 장치와 홈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도록 로컬 통신 장치를 홈 통신 장

치에 결합시키기 위한 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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