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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시스템및 방법

(57) 요약

프러비저닝 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위해 프

러비저닝되지 않은 단말기는 상기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인식된다. 이같은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검출된 경우, 통

지가 적합한 프러비저닝 네트워크 실체에 디스패치되어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한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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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가능한 단말기에 대해, 네트워크 요소에서 프러비저닝(provisioning )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프러비저닝(unprovisioning)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자동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들을 개시하

도록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

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검출하는 동작 전에 특정의 가입자를 식별하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비-프

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감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

적으로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공동으로 공지된 가입자 및 단말기의 어필리에이션

(affiliation)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단계는,

특정의 가입자를 식별하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

는 단계; 및

공지된 가입자-단말기의 어필리에이션을 포함하는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으로서 상기 가입

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저장된 식별 번호 쌍들은 상기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네트워크의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비교하는 단계는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에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비교하는 단계는 패킷 교환 지원 노드

(Serving GPRS Support Node; SGSN)에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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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공지된 가입자-단말기의 어필리에이션 각각은 가입자의 식별 번호에 대응하는 각각의 가입자용의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적어도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 및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비교하는 단계는 상기 IMSI 및 상기 IMEI를

포함하는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복수개의 저장된 IMSI/IMEI 쌍에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

에서 개시되는 부가 절차와 관련하여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

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

에서 개시된 위치 갱신 절차와 관련하여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

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이 저장된 식

별 번호 쌍 중 어느 하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

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어필리에이션된 식별 번호 쌍이 상기 저장된 식별

번호 쌍 중 어느 하나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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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번호를 수신하는 동작 전에,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전력 공급시 비-프러비저닝된 단

말기에 의해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

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신호 채널을 통해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서 어필리에

이션된 식별 번호 쌍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비교하는 단계는 상기 프러비저닝 단말기에 저장된 식별 번호 쌍에 어

필리에이션된 식별자 쌍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검출시 이동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프러비

저닝 서버에 통지를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

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를 제공하도록 통지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통지 메시지는 적어도 특정

의 가입자를 식별하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사용자 데이터 필드에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단문 서비스(Short Messaging Service; SMS)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

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는 적어도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는 이동국 ISDN/PSTN 번호(MSISDN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

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등록특허 10-0656306

- 4 -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는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서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대응하

는 미리 결정된 프러비저닝 데이터와 상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러비저닝 데이터의 생성 단계; 및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로부터 미리 결정된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통지를 프러비저닝 서버에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에 경보를 일으키는 단계;

상기 NMS에 통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NMS로부터의 통지를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로 통지를 제공하는 동작 후에,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의해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로부터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부합하는 단말기 형태와 상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부합하는 단말

기 형태에 대응하는 디폴트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

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프러비저닝 데이터의 전송을 통지하도록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푸시 메시지를 사용하여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와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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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 및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 간의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는 SyncML-기반 프로토콜을 통해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 방법.

청구항 28.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provisioning)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단말기의 식별 번호 및 가입자의 식별 번호를 감시하도록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검출 모듈;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기초로 하여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상기 이

동 통신 네트워크 상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상기 검출 모듈에 연결된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 및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에 응답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도록 연결된 프러비저닝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모듈은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존 네트워크 요소와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

저닝 시스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을 더 포함하며, 상기 검출 모듈은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감시하도록 상기 MSC와 통

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모듈은 상기 MSC에 일체화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공지된 가입자-단말기

그룹에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식별 번호 그룹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

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공지된 가입자-단말기 그룹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가능한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를 포함하며, 상기 HLR의 각각의 레코드는,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가입자의 식별 번호 필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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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은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도록 상기 MSC와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MSC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단문 서비스 센터(Short Message Service Center; SMSC)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가 적어

도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단문 서비스(Short Messaging Service; SMS) 메시

지로서 디스패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은 상기 MSC에 일체화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비-

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NMS 경보 신호로서 상기 MSC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고, 이러한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패킷 교환 지원 노드

(Serving GPRS Support Node; SGSN)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출 모듈은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감시하도록 상

기 SGSN과 합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모듈은 상기 SGSN에 일체화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공지된 가입자-단말

기 그룹에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식별 번호 그룹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

스템.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공지된 가입자-단말기 그룹을 저장하기 위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가능한 홈 위치 레지

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HLR의 각각의 레코드는,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가입자의 식별 번호 필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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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은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도록 상기 SGSN과 통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

에 전송하기 위한 단문 서비스 센터( Short Message Service Center; SMSC)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는 적

어도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단문 서비스(Short Messaging Service; SMS) 메

시지로서 디스패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은 상기 SGSN에 일체화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비

-프러비저닝 단말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NMS 경보 신호로서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고, 이러한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는,

복수개의 이용가능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 각각에 대응하는 이동 단말기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폰 용량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이동 단말기 모델용의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구성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 번호에 대응하는 이동 단말기 모델용의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용의 프러비저닝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6.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가능한 단말기에 대해 네트워크 요소에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지니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지니는 프로그램은,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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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자동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도

록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7.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에 있어서,

특정의 가입자를 식별하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감시하는 수

단으로서, 상기 가입자 식별 번호 및 상기 단말기 식별 번호는 상기 단말기들로부터 제공되는, 식별 번호 감시 수단;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공동으로 공지된 가입자 및 단말기의 어필리에이션(affiliation)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

는 검출 수단; 및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자동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도

록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러비저닝 시스템.

청구항 48.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단말기의 프러비저닝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장치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말기와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식별 번호를 감시하고,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식별 번호를

기초로 하여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 내에 도입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도록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연

결된 검출 모듈; 및

상기 검출 모듈을 통해 식별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하여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도록 상기 검출 모듈에 연결된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로서, 각각의 프러비저닝 통지는 대응하는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프러비저닝될 것임을 표시

하는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네트워크에서 프러비

저닝이 필요한 이동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그러한 검출을 프러비저닝 실체에 전송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통신 시대의 개막으로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대단히 발전되었다. 컴퓨터 네트워크, 텔레비젼 네트워크, 및 전화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요구로 가속화된 전례없는 기술 발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선 및 이동 네트워킹 기술은 관련된 사용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나은 정보 전달의 유연성 및 무매개성을 제공한다.

현재 및 장래의 네트워킹 기술은 계속해서 정보 전달의 용이성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구

내, 지역, 및 전역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정보를 갈망하는 사회는 다량의 정보가 입수가능해졌다. 이같은 네트워킹 기술은

점진적으로 무선 및 이동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데스크탑 시스

템, 무선 통신 시스템, 이동 통신 시스템 등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입수가능한 정보는 셀룰

러 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랩탑 컴퓨터 등과 같은 이동 무선 유닛 상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무선 단말기를 전후로 한 인터넷 콘텐츠의 전달을 촉진시키는 기술 중 하나가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이며, 이러한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은 인터넷 및 다른 네트워크를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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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킨다. 일반적으로는, WAP이 인터넷 표준 및 무선 서비스 표준 모두의 특성 및 기능성을 보여주는 한 세트의 프로토

콜이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 표준과는 독립적이며, 공개 표준(open standard)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WAP은 유선 인터넷

패러다임 및 무선 도메인 간의 갭(gap)을 좁혀서,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양자 모두의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의 이점을 향

유할 수 있게 한다.

종종 2G 무선 서비스로서 언급되는 제2세대 무선 서비스는 회선 교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무선 서비스이다.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가 표준화한 유럽 디지털 이동 전화 방

식) 및 개인 휴대 통신(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PCS)과 같은 2G 시스템은 개선된 품질 및 제1세대 이동 통

신 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무선 기술을 사용한다. "3G", 즉 "제3세대"라 함은 네트워크 및 단말기 간

에 새로운 패킷 기반 전송 방법을 디플로이(deploy)함으로써 용량, 속도 및 효율에 있어서의 향상을 기대하는 한 세트의

디지털 기술을 말한다. 네트워크 및 3G 장치의 사용자는 주문형 비디오, 화상 회의, 고속 웹 접속 및 파일 전달과 같은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WAP,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 캘린더 및 접촉 동기화와 아울러, 다수의 다른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이동 인터넷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포털(portal)

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멀티미디어 지원, 위치 기반 서비스, 전자 지불 등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과 관

련된 특징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및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

가 종종 기존 가입자용의 교체 장치로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단말기는, 서버에 성공적으로 접속가능하

기 전에 점진적으로 추가의 개시 구성 설정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입수가능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계속적인 추가가 사용자에게는 부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체로 "프러비저닝(provisioning)"으로서 언급되는 개시 구성 매개 변수의 설정은 점차 복잡

해지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 더욱이, 이같은 새로운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발전하거나, 또는 기존의 서비스

가 업그레이드를 제공함에 따라, 이동 단말기를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 최종 사용자에게는 보다 빈번한 요구 사항으로

된다.

종래의 프러비저닝 시스템은 소매업체가 사용자용의 단말기를 프러비저닝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하다. 더욱이, 만약 사용자가 다른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용자는 상기 단말

기를 프러비저닝하거나 또는 재-프러비저닝하기 위해 부득이 판매업자를 다시 찾아가야 했다.

보다 최신의 프러비저닝 시스템은 사용자가 단말기로부터 프러비저닝을 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프러

비저닝될 단말기로부터 수동으로 프러비저닝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프러비저닝이 필요하다고 이해하

는 것을 필요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기프러비저닝을 개시해야 할 지를 아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최소한 사용자가 프러비저닝을 개시할 한 세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들을 불편하

게 할 뿐만아니라, 달리 첨단 기술 장치에 친숙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첨단 기술 장치를 사용하기를 꺼리는 사용자들을 실

망시킬 우려가 있다.

다른 프러비저닝 시스템에 있어서, 원격 서버 장치는 프러비저닝 서버 장치에 통신 세션을 개시하고, 프러비저닝 서버에

프러비저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한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의 프러비저닝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접 요구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단말기를 프러비저닝하는 데 사용되는 프러비저닝 절차를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통신 산업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를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

의 이들 및 다른 단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선행 기술보다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도록 그러

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통지를 적합한 프러비저닝 네트워크 실체에 디스패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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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가능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방법

이 제공되어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그러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검출된 경우, 통지가 프러비저닝 서버에 제공되어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

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다른 보다 특정한 실시 태양에 의하면,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징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특정의 가입자를 식별하

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 및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식별하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감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

기 자동 검출은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한쌍으로서 공지된 가입자 및 단말기 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 대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의 식별 번호는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

의 식별 번호는 부가 또는 위치 갱신 절차와 관련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의해 제공된다. 상기 자동 검출 절

차는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 또는 패킷 교환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SGSN)에서와 같이, 미리 정의된 네트워크 실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기 위한 프러비저닝 시스

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적어도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단말기의 식별 번호 및 가입자의 식별 번호

를 감시하도록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검출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검출 모듈에 연결된 프러비저닝 트리거 모

듈은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기초로 하여 프러비저닝 통지를 생성하는 데, 이 경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는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상기 이동 통신 네트워크 상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프러비저닝 서버는 상기 프

러비저닝 트리거 모듈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통지를 수신하도록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비-프러

비저닝된 단말기에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한다.

위에서 언급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각각의 예시된 실시예 또는 구현예를 설명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하 관련된 설명 및 도면을 설명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실시예

이하 여러 형태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는, 상기 설명의 일부를 이루며,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여러 형태

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상의 변형이 본 발명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단말기들에 대한 프러비저닝을 개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서

비스들에의 접속을 위한 프러비저닝 및 구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단말기들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출된

다. 그러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검출함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는 프러비저닝 서버에 대하여 상기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통지에 대한 생성을 개시하고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는 다시금 상기 단말기에 프러비저닝 및 구성 데이터를 제공

한다. 이러한 자동 검출 및 통지 절차는 이같은 비-구성된 단말기에 대한 그의 초기 접속 설정치들, 즉, 부트스트랩 구성 정

보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개시한다. 이는 이동 단말기가 어느 한 단말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

지 이점을 허용하는 데, 그 이유는 상기 판매업자가 상기 단말기를 프러비저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

가 프러비저닝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데, 그 이유는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가 네트워크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출

및 개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록 단말기가 이미 그러한 단말기 자체, 관련된 가입자 식별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 등 상에 어떤 구성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정확하고 최신의 구성이 실시간으로 상기 단말기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 검출 및 통지 절차는 또한 프러비저닝 절차 중에 전용 인터넷 웹 사이트와 같은 다른

어떤 장치를 접속할 필요성을 없앤다. 본 발명의 프러비저닝 절차에 관한 자동화 특성은 또한 사용자가 프러비저닝 지원을

위해 고객 서비스 기구와 접촉할 필요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대표적인 시스템에 대한 블럭선도이다. 또한 가입자로서 언급되는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는

다수의 무선 통신 단말기 중 어느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예시를 위해, 무선 단말기(100)는 셀룰러 폰(102),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104), 노트북 또는 랩탑 컴퓨터(106), 또는 단말기(108)로 대표되는 기타

유형의 단말기와 같은 다수의 그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할 수 있다. 비-프러비저닝(unprovisioning)된

단말기(100)는 상기 단말기의 기억장소 위치에서 개시 단말기/기반 구조 접속 매개변수의 구성을 받지 못한 단말기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의 정보는 그러한 개시 구성을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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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100)는 비-프러비저닝된 것으로서 네트워크(110)의 검출 모듈(112)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이같은 검출에 따라, 네트워크 (110)에서의 프러비저닝 트리거(114)는 미리 결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를 프러

비저닝 서버(116)에 전송한다. 그에 응답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6)는 프러비저닝 및 다른 구성 데이터를 상기 단말

기(100)에 제공한다. 그러므로, 프러비저닝 절차의 개시는 자동적이며, 프러비저닝을 위해 사용자에 의한 개시나 또는 단

말기를 겨냥하는 특정의 원격 시스템을 통한 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을 예시하는 시스템 블럭선도이다. 도 2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GPRS는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

(ETSI)가 표준화한 유럽 디지털 이동 전화 방식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망을 기초로 한 패킷

통신 서비스이며, 이는 인터넷 모델을 반영하여 제3세대(third generation; 3G) 네트워크를 향한 무결절성(seamless) 변

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GPRS는 이동 무선 GSM 및 시분할 다중 접속(Time-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사

용자들에게 실제 패킷 무선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서비

스에 가장 적합하다.

본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대표적인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GPRS, 및 GPRS 기반 디지털 기술인 GSM과 연관지

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본원 명세서에 제공된 예들과, 그리고 GSM 및 GPRS에 대한 참조들이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본원 명세서에서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겠지만, 본 발명은 다

른 회선 교환 기술, 패킷 교환 기술, 3G 기술 등을 포함하는 다른 기술들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단말기(200)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지국 송수신기( Base Transceiver Station; BTS; 202)와 통

신한다. 상기 BTS(202)는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종단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반 구조의 구성요소이며 상기 무선 인

터페이스를 통해 가입자 트래픽(subscriber traffic)이 상기 단말기를 전후로 해서 통신된다.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 204)는 특히 통화 채널 전환(hand-off) 기능을 제공하는 스위칭 모듈이며, 각각의 BTS(202)의 전력 레

벨을 제어한다. 상기 BSC(204)는 GSM 이동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 206)

및 BTS(202)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고, 결과적으로는, 통화 설정 기능, 신호 방식(signaling), 및 무선 채널의 사용에

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BTS를 제어한다. 또한, 상기 BTS는 GPRS 네트워크(210)에서 패킷 교환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SGSN; 208) 및 상기 BTS(202)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다른 BTS, BSC, 및 SGSN 구성 요소

들은 또한 BTS(212), BSC(214 ), 및 SGSN(218)로 도시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다.

MSC 모듈(206)은 MSC인, 방문 위치 레지스터(Visiting Location Register; VLR; 207), 및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 209)를 포함한다. 상기 MSC(206)는 전화 교환 서비스의 제공 및 전화 및 데이터 시스템 간의

통화 제어, 통화가 무선-지상 통신 간 통화일 경우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지상 통신 네트워크로의 음성 정보 교환, 또는

변형적으로는 통화가 무선-무선 통신 간 통화일 경우 다른 MSC로의 교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MSC(206)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동성 기능을 제공하며, 다수의 BTS에 대한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 대체로, 상기 MSC

(206)는 가입자의 등록, 및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및 접속의 인증 및 권한부여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이동성 관리를 제공한

다. GSM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MSC(206)의 일부 기능성은 상기 BSC(204)에 분산될 수 있지만, TDMA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상기 BSC(204)의 기능들이 상기 MSC와 통합된다. 상기 MSC(206)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검

출, 비교, 및 통지의 생성 기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모듈(211)을 포함한다.

상기 MSC(206)와 관련된 것은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 209) 및 방문 위치 레지스터(Visiting

Location Register; VLR; 207)이다. 상기 HLR(209)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

이스이고, 대응하는 가입자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유지된다. 상기 MSC(206)는 상기 HLR

(209)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파일,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및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활성 상태를 포함하

는 영구적 가입자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가입자를 인증 및 등록한다. 상기 VLR(207)은 끊임없이 이동 전화 시스템 내의 모

든 방문 이동 단말기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상기 MSC(206)에 의해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패킷 교환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SGSN; 208,218)는 기지국 부속 시스템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GSM 시스템과 관련하여 상기 BSC(204,214)를 통해 패킷을 전송 또는 수신함으로써 이동 무선 GPRS를 제공한다. 상기

SGSN은 서비스 지역 내의 이동 단말기를 전후로 한 데이터 패킷의 전달에 대한 의무 이행 능력을 지니며, 패킷의 경로 지

정(routing) 및 전달, 이동성 관리, 논리적 연결 관리, 인증, 요금 부과 기능 등을 수행한다. 도 2에 도시된 대표적인 GPRS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SGSN(208)의 위치 레지스터는 단말기(200)와 관련된 현재 셀 및 VLR과 같은 위치 정보와 아울

러, 이러한 SGSN에 등록된 모든 GPRS 사용자들의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Number; IMSI)와 같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상기 IMSI는 GSM 네트워크 상에서 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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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는 기본 번호(primary number)이며, 이동 국가 부호, 이동 네트워크 부호, 및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를 포함한

다. 예를 들면, IMSI는 예를 들면 단말기의 메모리에나 또는 휴대가능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

(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SGSN(20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검

출, 비교, 및 통지의 생성 기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모듈(213)을 포함한다.

또한, 단문 서비스 센터(Short Message Service Center; SMSC; 220)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SMSC(220)는 (예컨대, 단

문 서비스를 통해) 단문이 전송될 수 있고, 단문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차후의 전송을 위해 저장될 수 있다. 이하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SMS 메시지 통신을 이용함으로써, SMS 메시지 전송을 관리하는 데

SMSC(220)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GSM이 기반 기술을 이루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SGSN은 GPRS 기술을 통해 도입되는 네트워크 요소이다. GPRS 문맥

에서 도입되는 다른 네트워크 요소는 패킷 관문 지원 노드(Gateway GPRS Support Node; GGSN; 230)이며, 이는 상기

GPRS 네트워크(210) 및 네트워크(232)와 같은 패킷 공중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packet switched public data network)

간의 관문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관문(230)은 이동 통신 가입자가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232) 또는 특정의 개인 IP 네트

워크를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상기 GGSN(230) 및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간의 접속은 대체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허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 프러비저닝은 단말기에 그의 제1 세트의 구성을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말기(또는 달리 말하면, 비-프러비전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차후에 상기 새로운 단말기

의 대응하는 통지를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하는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검출된다. 도 2에 도시된 예는 GSM 및 GPRS

문맥 모두에서 그러한 검출 및 통지 절차가 달성되는 2가지 대표적인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GSM 네트워크 문맥에서, 이동성 관리 절차는 부가 절차와 아울러, 위치 갱신 절차를 포함한다. 단말기가 전력

을 공급받는 경우, 상기 단말기는 자신의 IMSI를 네트워크에 표시함으로써 위치 갱신 절차를 수행한다. 제1의 위치 갱신

절차는 "부가(attach)" 절차로서 언급된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가 온(on) 상태로 스위칭되거나, 또는 상기 단말기가 새로

운 위치 영역 또는 다른 오퍼레이터의 공중 육상 이동 통신 네트워크(Public Land Mobile Network; PLMN)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 단말기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IMSI/GPRS 부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동 단말기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식별 요구에 응답하여 식별 응답을 제공한다. GSM

네트워크에서, 상기 MSC(206)는 이동 단말기의 식별을 요구하지만, 상기 SGSN(208)은 이러한 요구 기능을 GPRS 네트

워크에서 수행한다. 상기 식별 응답은 IMSI/GPRS 부가 절차의 경우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와 같은 단말기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다른 현재 또는 장래의 부가 절차는 유사한 단말기 식별

매개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IMSI/GPRS 부가 절차에 있어서, 상기 IMEI는 단말기 식별 번호 레지스터(Equipment

Identity Register; EIR; 도시되지 않음) 내의 IMEI 목록에 비교되어 이동 단말기의 유효성 또는 상태를 결정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IMEI 및 IMSI 쌍은 가입자 및 특정의 이동 단말기 간의 새로운 어필리에이션(affiliation)을 검출하기 위

해 공동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이동 단말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한다. 프러

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이동 단말기를 검출함에 따라, 네트워크는 적합한 프로토콜 및 기술을 사용하여 프러비저닝 서버에

대하여 가입자 및 단말기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통지의 전송을 개시한다. 그같은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수행하는 다양한 대

표적인 방식은 하기에 기재되어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자동 검출 및 통지 원리를 포함하는 부트스트랩 프러비저닝 절차의 일례가 설명될 수 있

다. 부가 절차 중에, 이동 단말기( 200)는 IMSI 및 IMEI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MSC(206)와 관련된 HLR(

209)은 상기 IMSI 및 IMEI 모두(또는 유사한 가입자/단말기 식별 매개변수)를 유지하기 위한 필드를 구비한다. 이동 단말

기가 이같은 매개변수를 제공할 경우, 상기 MSC(206)는 새로운 IMS/IMEI 조합을 저장된 IMSI/IMEI 조합과 비교한다. 예

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제어하에서 동작하는 상기 MSC(206)와 관련된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는, 당업계에 공지된 개별

비교기 회로들을 포함하는 기타 공지의 비교 모듈들이 수행할 수 있는 바와 같은 비교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IMSI/IMEI 조합이 기존의 IMSI/IMEI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기 MSC(206)는 단문의 사용자 데이터 필드에서 IMSI 및

IMEI 쌍을 포함하는, SMS를 통해서와 같은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SMS 메시지는 SMSC(220)를 통해 외부 어

플리케이션에 전송되는 데, 상기 외부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예에서는 이동 단말기 관리 서버(Mobile Terminal

Management Server; MTMS; 240)로서 예시된 프러비저닝 서버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진행이 점선(234)으로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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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MEI를 대응하는 IMEI 및 이동 단말기 모델의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하면, 상기 MTMS(240)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기

단말기(200)가 구성될 것인 지를 결정한다. 프러비저닝 메시지는 점선(242)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단말기(200)로

복귀된다. 상기 프러비저닝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상기 단말기는 부가적인 프러비저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MTMS(240)와 접촉할 수 있다. 프러비저닝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기(200)는 멀티미

디어 메시지 서비스 센터(Multimedia Message Service Center; MMSC; 244)를 통해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

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와 같은 서비스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200)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선(246)으로 예시되어 있다.

도 2의 대표적인 실시예는 부가 절차에 관한 검출 및 통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위치 갱신 절차의 문맥에

적용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그같은 위치 갱신과 관련하여 단말기 식별 번호(예컨대, IMEI)가 네트워크에 제공된다. 본 발

명은 또한 단말기 및 가입자 식별 매개변수들의 표현을 포함하는 기타 절차에 적용가능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단말기 식

별 요구를 달성하는 특정의 네트워크 요소, 또는 새로운 단말기/가입자의 어필리에이션을 검출하는 특정의 네트워크 요소

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기 검출 절차가 기존의 이동성 관리 절차와 관련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절차는 GSM 네트워크에서의 MSC(206)로부터나 또는 GPRS 네트워크에서의 SGSN(208)으로부터 개시되는 단말기의 식

별 번호에 대한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MSC(206)는 GSM 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단말기/가입자의 어

필리에이션에 관한 HLR을 감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상기 SGSN(208)이 GPRS 네트워크 문맥에서 그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네트워크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할당 네트워크 요소를 통해,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단말기들을 감시한다(300). 만약 결정 블럭(

302)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단말기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면, 상기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그

러한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단말기들을 감시한다. 반면에, 만약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단말기가 검출되면(302),

이는 상기 할당 네트워크 요소(들)를 트리거하여 프러비저닝 서버에, 블럭(3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단말기의 필

요한 프러비저닝을 수행하라는 통지를 디스패치한다. 도 3에 예시된 대표적인 실시예로부터 알 수 있겠지만, 프러비저닝

은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서나 또는 원격 프러비저닝 시스템에 의해서 트리거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할당 네트워크 요소는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단말기를 감시하고 그러한 프러비저닝이 필요한 단말기(들)의 검출에 따

라 프러비저닝 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보다 특정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네트

워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할당 네트워크 요소를 통해 공지된 가입자와 관련된, IMEI와 같은 새로운 단말기의 식별 번호

를 감시한다(400). 만약 새로운 IMEI가 특정의 가입자용으로 검출되면(402), 네트워크 요소는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전송한다. 상기 통지는 가입자 및 단말기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러비저닝 서버에 제공되는 가입자

정보는 IMSI 및 이동국 ISDN/PSTN 번호(MSISDN)를 포함한다. 상기 MSISDN은 국가 부호, 국내망 부호, HLR 식별 번

호 및 가입자 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GSM/DCS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이동 번호이다. 상기 통지는 또한 블럭

(4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IMEI를 포함한다.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가 상기 통지를 수신할 경우,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는 블럭(4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IMSI, 상

기 MSISDN, 및 상기 IMEI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IMEI에 대응하는 단말기에 대한 프러비저닝 및 구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같은 새로운 프러비저닝 및 구성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로 전송된다(408). 이후로는,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

를 완료하기 위하여 단말기 및 프러비저닝 서버 간에 추가적인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도 5를 참조하면, 도 5에는 본 발명에 따라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다른 특정한 실시예

를 예시하는 흐름도가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구현예는 본 발명의 자동적인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서 이동성 관리 절차의 특정 기능을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도 5에 예시된 구현예는 ISMI/GPRS 부가 절차

를 이용하여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들을 획득하는 데, 이들은 차후에 필요한 프러비저닝의 자동 검출 및 통지 절차

에 사용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과정은 블럭(5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전화, PDA, 무선 페이저 등과 같은 이동국의 전력 공급 과정

을 포함한다. 상기 부가 절차와 관련하여, 상기 이동국은 가입자의 IMSI를 포함하는 부가 요구를 전송한다(502). 블럭

(5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SC(또는 GPRS 부가 절차에 대한 SGSN)는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IMEI를 요구하고, 상

기 이동국은 그에 응답하여 상기 IMEI를 제공한다(506). 부가 절차들에 의하면, 상기 EIR은 블럭(5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IMEI를 위치시키기 위해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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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프러비저닝 검출 절차는 상기 HLR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부가 절차 중에 제공되는

IMSI 및 IMEI를 저장하는 과정(510)을 포함한다. 적합한 네트워크 요소(예컨대, MSC, SGSN 등)는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IMEI/IMSI 쌍의 목록에 비교하여, IMEI가 상기 IMSI에 의해 식별되는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IMEI

인 지를 검출한다(512). 만약 부합이 발견되면 (514), 이동국의 프러비저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블럭(516)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어떠한 프러비저닝도 필요하지 않다.

만약 상기 IMEI/IMSI 쌍이 상기 HLR에 저장된 IMEI/IMSI 쌍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프러비저닝에 대한 필요성이 검출된

상태이므로, 상기 MTMS와 같은 프러비저닝 서버는 상기 이동국의 프러비저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지받는다(518).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MSC는 SMS 메시지를 생성하는 데, 상기 SMS 메시지는 자신의 사용자 데이터 필드에 IMSI 및

IMEI를 포함한다. 상기 MTMS는 상기 이동국과 접촉하고(520) 상기 이동국에, 프러비저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보다 특정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러비저닝이 필요한 통지는 WAP 푸시 메시지와 같은 푸

시 메시지(push message)의 형태로 상기 이동국에 전송된다. 가입자는 상기 프러비저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기회나,

또는 변형적으로는 프러비저닝 절차를 거부 또는 연기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선택이 주어지면) 가입자가 프러비저닝된 이동국을 갖도록 선택할 경우, 데이터 접속이 상기 MTMS에 대하

여 개시되고 블럭(5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522).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

기 이동국 및 상기 MTMS 간의 이같은 통신이 SyncML 기반 프로토콜과 같은 미리 결정된 프로토콜을 통해 달성된다.

SyncML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시키는 표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yncML 컨소시

엄에 의해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이는 임의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동기시키는 방식을 제공하

며, 확장성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에 영향을 주는 미래 보장형 플랫폼이라고 생각된다. SyncML

에 의하면, 네트워크 정보는 임의의 이동 단말기와 동기될 수 있으며, 이동 정보는 임의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동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우편, 캘린더, 투두 목록(to-do list ), 접촉 정보 및 기타 관련 데이터와 같은 임의의 개인 정보는,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지, 일관성이 있으며, 접근가능하고 최신의 것이다.

상기 MTMS 및 상기 이동국 간의 이같은 통신을 통해, 상기 MTMS는 상기 프러비저닝된 서비스(들)의 필요한 부트스트랩

구성 문서(들)를 전송한다(524). 그러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도록 준

비된다.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검출 절차는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도 6 및 도 8에는 2가지 대표적

인 실시예가 제공되어 있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는 블럭(6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

절차 중에 상기 단말기로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면, 가입자의 식별 번호는 상기 IMSI에 의해 표시될 수 있고, 상기 단말기

의 식별 번호는 상기 IMEI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상기 가입자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는 감시용 네트워크 실체가 접근가능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다(602).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단말기의 식별 번호는 HLR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

장되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매개변수들을 감시하도록 규정된 네트워크 실체에 의해 접근가능하다. GSM 네트

워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수들을 감시하는 태스크가 MSC에 할당되어 있지만, GPRS 환경에서는 이러한 태스크가 SGSN

에 할당될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 실체는, 본 발명이 이용되는 특정의 네트워크 배치 및 환경에 따라, 이러한 매개변수들

을 감시하도록 할당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실체, 예컨대, 상기 MSC는 가입자의 식별 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가입자에 대하여 이전에 저장된 가입자/단

말기 쌍과 현재의 가입자/단말기 쌍을 비교한다(604). 만약 부합하는 가입자/단말기 쌍이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한

다고 결정되면(606), 상기 단말기의 프러비저닝이 완료된 상태이다. 만약 어떠한 부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프러비저

닝된 단말기는 검출된 상태이다(610).

도 6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IMSI/IMEI 쌍이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HLR이다. 도 7은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저

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추가에 따라, 잠재적으로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에 의해 제공된 IMSI/IMEI 어필리에

이션과 기존의 IMSI/IMEI 어필리에이션의 비교를 허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블럭선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HLR

(700)은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포함하는 데, 이는 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미리 결정된 개수의 열(row)(예컨

대, 한개의 열)이 특정의 가입자에 대응하도록 복수개의 열로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열에서는, 상기 IMSI와 같은 가입자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필드가 제공되어 있다. 상기 IMEI와 같은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필드가 제

공되어 있다. 도 7의 대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열 또는 "레코드(record)"는 행(column; 702)으로 도시된 바와 같

이, 상기 IMSI에 대한 필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열/레코드는 행(70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IMEI에 대한

필드를 포함한다. 특정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특정의 열(들)(706)이 상기 가입자용의 IMSI (708) 및 IMEI(710)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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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부가 또는 위치 갱신 절차 중에 단말기에 의해 제공된 IMSI 및 IMEI 정보는 그러한 가입자

용으로 저장된 IMSI(708) 및 IMEI(710)의 어필리에이션에 비교될 수 있다. 수신된 IMSI/IMEI 쌍이 상기 IMSI(708)/IMEI

(710) 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기는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로서 검출된다.

지금부터 도 8을 참조하면, 가입자 및 단말기 쌍은 블럭(8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방식 7(Signaling System 7(SS7))

이동 통신 운용부(Mobile Application Part(MAP)) 신호와 관련하여 제공된다. SS7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표준 GSM 인터

페이스이다. 가입자/단말기의 식별 번호 쌍(예컨대, IMSI/IMEI)은 프러비저닝 서버에 의해 직접 감시된다(802). 상기 프러

비저닝 서버는 상기 가입자의 식별 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가입자에 대하여 이전에 저장된 가입자/단말기 쌍과 현재의 가입

자/단말기 쌍을 비교한다(804). 만약 부합하는 가입자/단말기 쌍이 프러비저닝 서버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

고 결정된다면(806), 상기 단말기는 어떠한 프러비저닝도 필요하지 않으며, 감시(802)가 계속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부

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가 검출된 상태이다(810).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

버는, 블럭(810)에서 블럭(802)에 이르는 복귀 경로로 도시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상기 SS7 MAP 신호로부터의 식별 번

호 쌍을 감시한다.

한 단말기가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한다라는 네트워크 요소에 의한 프러비저닝 서버로의 통지는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방

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도 9 및 도 10에는 2가지 대표적인 실시예가 제공되어 있다. 먼저 도 9를 참조하면, 가입자용의 새

로운 IMEI 또는 기타 적합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위에서와 언급된 바와 같이 검출될 경우(900), 적합한 프로토콜 및 기

술을 사용하여 통지가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된다. 예를 들면, SMS 프로토콜에 따른 "단문(short message)"은 정보 전

달을 수용하도록 생성될 수 있다(902). 한 실시예에 있어서, 블럭(9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 필드에 가입자

의 식별 번호(예컨대, IMSI) 및 단말기의 식별 번호(예컨대, IMEI)를 포함하는 SMS 메시지가 생성된다. 상기 SMS 메시지

는 상기 SMSC를 통해 상기 MTMS와 같은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된다(904). 상기 MTMS는 상기 IMEI 또는 기타 적합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블럭(9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

를 결정한다. 상기 MTMS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단말기 구성을 디스패치하여(908), 상기 이동 단말기가 프러비저닝될 수

있게 한다(910). 그러므로, 이같은 대표적인 통지 방법은 적합한 프러비저닝 통지를 프러비저닝 서버에 디스패치하는 데

단문 기술을 이용한다.

지금부터 도 10을 참조하면, 가입자용의 새로운 IMEI 또는 기타 적합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검출

될 경우(1000), 통지가 "경보(alarm )"로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에 전송된다

(1002). 예를 들면, 신호가 경보로서 상기 NMS에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IMEI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가 상

기 NMS에 전송될 수 있다.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NMS는 한 네트워크의 적어도 일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며, 대체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자원들을 추적,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상기 NMS에 경보를 전송함으로써, 상기 NMS는 단말기가 프러비저닝되어야 할 필요성을 통지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금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전송하여 그같은 프러비저닝을 수행한다(1004). 상기 MTMS는 상기

IMEI 또는 기타 적합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블럭( 10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 단말기가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상기 MTMS는 이동 단말기에 단말기 구성을 전송하여(1008), 이동 단말기가 프러비저닝

될 수 있게 한다(1010). 그러므로, 이같은 대표적인 통지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와 관련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능력을

이용하여 적합한 프러비저닝 통지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검출 및 통지 선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블럭선도이다. 도 11은 단말기 또는 이동국

(mobile station; MS; 1100), MSC(1102 ), VLR(1104), HLR(1106), EIR(1108), 프러비저닝 서버(1110), SGSN(1112),

SMSC( 1114), 및 NMS(1116)를 포함하는 몇몇 네트워크 요소들을 도시한 것이다. 이같은 여러 네트워크 요소들 각각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도 11에서는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를 검출하며 그의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표적인 선택들이 감지될 수 있다.

상기 예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IMEI의 소스는 경로(1120,1122) 상에 도시된 부가 절차 중에 상기 MS(1100)로부터

획득된 식별 응답이다. GSM 네트워크에서, 상기 IMEI는 경로(1120)를 통해 상기 MSC(1102)에 제공되며, 상기 MSC

(1102)는 경로(1124)를 통해 IMSI/IMEI 쌍을 HLR( 1106)에 저장된 IMSI/IMEI 쌍에 비교함으로써 이동국이 프러비저닝

을 필요로 하는 지를 검출한다. 그후, 상기 MSC(1102)는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에 통지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 있

어서, 이는 경로(1126)를 통해 상기 SMSC(1114)로 전달되고, 상기 SMSC(1114)는 다시금 경로(1128)를 통해 상기 통지

를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전송한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통지는 상기 MSC(1102)로부터 경로 (1130)를 통해

상기 NMS(1116)에 제공되고, 상기 NMS(1116)는 다시금 경로(1132)를 통해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에 통지한다.

GPRS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기 MS(1100)로부터 획득된 식별 응답을 구비한 IMEI는 경로(1122)를 통해 상기 SGSN

(1112)에 제공된다. 상기 SGSN(1112)는 경로( 1134)를 통해 IMSI/IMEI 쌍을 HLR(1106)에 저장된 IMSI/IMEI 쌍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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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상기 이동국이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지를 검출한다. 그후, 상기 SGSN(1112)은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

(1110)에 통지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는 경로( 1136)를 통해 SMSC(1114)에 제공되고, 상기 SMSC(1114)

는 다시금 경로(1128)를 통해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를 전송한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통지는 상기

SGSN(1112)으로부터 경로(1138)를 통해 NMS(1116)에 제공되고, 상기 NMS( 1116)는 다시금 경로(1132)를 통해 프러

비저닝 서버(1110)에 통지한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는 경로(1140)로 도시된 바와 같이, SS7 MAP 신호로부터 직접 상

기 IMSI/IMEI 쌍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는 상기 IMSI/IMEI 쌍 자체를 저장하고,

특정의 가입자용의 IMEI가 변경할 경우를 검출한다.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는 일단 단말기가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한다고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가 상기 네트워크

에 의해 통지받은 경우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를 수행하도록 여러 형태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SMSC(1114)를 통해 제공되는 통지들에 대하여,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는 SMS 인터페이스(1150)

를 포함한다. 상기 NMS(1116)를 통해 제공되는 통지들에 대하여는,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0)는 NMS 인터페이스

(1152)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1110)는 또한 폰 용량(phone capability) 데이터베이스(1154)를 포함할 수 있는 데, 이는

수신된 IMEI 또는 기타 적합한 단말기의 식별 번호를 특정의 이동 단말기 모델 또는 형태와 상관시킨다. 이같은 이동 단말

기 모델/형태로부터, 상기 프러비저닝 서버(1116)가 구성 메시지 데이터베이스(1156)로부터 상기 단말기 모델/유형을 기

초로 하여 디폴트 구성 매개변수들을 검색할 수 있다. 처리 시스템(1158)은 상기 프러비저닝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실시예들이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다양한 자동 검출 및 통지 원리의 대표적인 예들이고, 본 발명이 이같이 예

시된 실시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양을 이용하면, 본 발명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의 임의 조합을 생성하는 데 표

준 프로그래밍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 공정, 또는 제조 물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지니는 결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메모리 장치 또는 전송 장치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내에 포함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또는 제조 물품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제조 물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은 임의의 메모리 장치 또는 임의의 전송 장

치에서와 같은 임의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상에 (영구적으로, 잠정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을 포함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한 매체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고, 한 매체 상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며, 상기 코드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한 매체로 복사하고, 전송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행위, 또는 기타 등가의 행위는 본 발명을 제조, 사용, 또

는 판매함에 있어서의 예비적 또는 최종적 단계로서 단지 프로그램 코드를 일시적으로 포함하는 메모리 또는 전송 장치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켓,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RAM, ROM, PROM 등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를 포

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전송 장치는 인터넷, 인트라넷, 전화/모뎀 기반 네트워크 통신, 하드 와이어/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셀룰러 통신, 전파 통신, 위성 통신, 및 기타 고정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통신 링크를 포함하지

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기계는 CPU, 메모리/기억 장치, 통신 링크, 통신/전송 장치, 서버, I/O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의 임의 조합 또는 부분 조합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시스템의 임의의 부속 부품 또는 개

별 부품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 데, 이는 청구의 범위에

개재된 바와 같은 발명을 구체화한다.

본원 명세서에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부품들을 제조하

기 위해, 그리고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부품들을 제조하기 위해 적합한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 하드웨어로 설명된 바와 같이 제조된 소프트웨어를 용이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발명의 범위 또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위에서 언급된 여러 형태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변형예들 및 부가예들이 구현될 수 있다고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어떠한 유형의 네트워킹 환경과 관련하여

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GSM 및 GPRS 네트워크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홈 위치 레지스터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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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형예와 같은 네트워크 변형예들은 임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특정 유

형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단말기 및 가입자의 식별 매개변수는 본 발명과 관련지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원리 및 동

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IMSI 및 IMEI에 대한 특정의 참조는 본원 명세서에 제공된다. 위에서 예시된 실시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어떠한 비교가능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발명의 적용 가능성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따라

서, 본 발명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된 특정의 실시예에 의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기재되는 청구의 범위 및 그의

등가 범위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대표적인 시스템에 대한 블럭선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킹 환경을 예시하는 시스템 블럭선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검출 및 통지 절차를 자동적으로 프러비저닝하는 보다 특정한 실시예들을 예시하는 흐름도

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들의 검출에 대한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가입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대하여 미리 결정된 가입자 및 단말기 필드를 지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예시하는 블럭선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비-프러비저닝된 단말기의 검출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단말기가 프러비저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프러비저닝 서버에 통지하는 네트워크 요소의 대표적인 실시

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여러가지의 검출 및 통지 선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블럭선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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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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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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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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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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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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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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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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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등록특허 10-0656306

- 2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9
 발명의 상세한 설명 10
 도면의 간단한 설명 18
  실시예 18
도면 18
 도면1 18
 도면2 19
 도면3 19
 도면4 20
 도면5 21
 도면6 22
 도면7 22
 도면8 23
 도면9 24
 도면10 25
 도면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