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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스트 인에이블된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약
본원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안전한 애플
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을 제공한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은 발생되고 선택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엔티티로 분
배된다. 관리 기능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을 분배하는 것을 돕기위해 사용된다. 상기 위험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테스트 엔티티로 분배하기 전에 테스트 엔티티의 식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제공하고,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
가들과 관련된 소멸 시간을 제공하며, 분배된 테스트 인에이블 허가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제어된다. 관리 기능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의 분배를 트랙킹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원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장치에서 실행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보안, 안전, 및 완전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이 최근 몇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소비자들 및 기업들은 이동 전화기 및 개인 휴대 단말기(PDA)와
같은 무선 장치들에 의존하고, 무선 서비스 제공자(즉, 캐리어)들은 이러한 무선 장치들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
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은 무선 장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자들 사이의 사용
또한 증가시킨다. 기능성의 증가, 특히 무선 장치에 의해 접속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기능성의
증가는 비용 소모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또한, 무선 장치에 일단 장착된 애플리케이션이 올바르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무선
장치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개발자, 무선 장치 제조자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
한다. 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무선 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 장치 환
경은 보다 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무선 장치는 주어진 임의의 시간에서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의 큰
풀들로부터 다수의 상이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검색 또는 실행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주어진 애플
리케이션이 무선 장치로 분배되고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제어하기가 점점 힘들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실행은 무선 장치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캐리어 네트워크 및 다른 무선장치를 포함
하는 다른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에 해롭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비록 이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무선 장치의 전력을 제어하고 다른 무선 장치들 사이의 간섭을 야기시키며 무선 장치를 서비
스하는 셀에서의 전체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무선 장치 제조자들 및 캐리어들 모두 동적인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의 테스트
및 안전한 분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선 장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무선 장치들에 해로운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무선 장치들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분배되고 실행되는데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
또한, 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무선 장치로 전송되는 환경이 보다 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애플리케이션들의 수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발생시키는 개발자들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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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임의의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를 알고자하는 욕구, 즉 개발자가 증가하게 된다. 캐리어 또는 핸
드셋 제조자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할 것이
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분배 및 실행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발명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이 장치상에서의 테스트에 대한 독립적인 허가를 가능케함으로써 기
존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선 장치와 관련된 허가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 무선 장치와 관련된 상기 허가를 무선 장치에 저장된 룰을 사용하
여 평가하는 단계 및 허가 평가 및 상기 룰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허용됨을 표시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추가로 무선 장치상에서 제2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 및 제2
허가 평가 및 룰이 상기 제2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허용됨을 표시하는 경우 제2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하는 방법은 무선 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허가를 요청하는 단계,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 상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의 접
속을 개시하는 단계, 무선 장치 상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평가하는 단계, 및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평
가가 접속이 허용됨을 표시하는 경우 제1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수신하는 입력,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및 무선 장치와 관
련된 고유 식별자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상기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및 상기 고유 식별자를 평가하여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접속을 결정하도록 구현된 제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장치 상에서 테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테스트 엔티티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
하는 단계, 테스트 엔티티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평가하는 단계, 상기 장치와 관련된 테스트 키를 전송하는 단계, 및
테스트 키 분배를 트랙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테스트 키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test enabled permission)
일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추가로 상기 테스트 키와 관련된 종료 기간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종료 기간 끝
에서 상기 테스트 키는 실효성을 상실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장치상에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테스트하는 단계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 각각을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키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선호되는 실시예를 통해 본원발명이 기술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원발명의 예시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에 대한 상위레벨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플로
우챠트이다.
도2는 본원발명의 실시예가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다 이아그램이다.
도3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분배 처리 시스템이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실행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
주는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도4는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 및 내부 컴포넌트 일부를 보여주는 블록다이아그램이다.
도5는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디지탈 서명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고 무선 장치로 전송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블록다
이아그램이다.
도6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분배함에 있어서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들을 보여주는 플로우챠
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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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무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들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이다.
도8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이다.
도10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상에 저장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도이다.

실시예
도입
본원발명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환경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을 제공한다. 또한, 룰 및 허가
리스 트, 애플리케이션 제거, 및 디지탈 서명과 같은 수정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를 결정하고, 주어진 무선 장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허가를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함으로써 테스트된, 또는 테스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분배 및
실행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간략화를 위해 분배 및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관해 기술되었음을 당업자는 잘 이해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오
브젝트 코드, 스크립트, 자바 파일, 북마크 파일(또는 PDA 파일), WML 스크립트, 바이트 코드 및 펄 스크립트와 같은
실행가능한 컨텐트를 갖는 파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언급된 '애플리케이션'은 오픈될 필요가 있는 문서
들 및 접속될 필요가 있는 다른 데이터 파일들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파일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1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에 대한 상위레벨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이
다. 본원발명의 일 실시예는 개발자 식별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의도된 환
경하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며, 어떤 장치들 또는 시스템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허가를 할당하며,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액션들을 수행한다면 애플
리케이션 제거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분배 및 실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본원발명의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분배 및
실행을 증가시킴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 레벨 처리과정은 개발자 식별을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시키는 단계(단계 100)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처리과정
은 분배시에 개발자 식별을 애플리케이션과 결합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관련된 개발자 식별이 시스
템 서버상에서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저장될 수 있다. 쉽게 수정될 수 없도록 개발자 식별 정보가 애플리케
이션 정보와 함께 저장되고 관련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은 적절하지 않은 작동에 대해 테스트된다(단계 105).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운
영되는 장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치와 연결 또는 네트워크되는 다른 장치들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서 사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부적절한 시스템 호출을 만들지 않고 장치 및 다른 연결된 장치들에 그 동작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테스트는 인증
과정에 의해 수행되는데,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소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테
스트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것은 개발자와 독립적인 인증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 과정
의 이러한 독립성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테스트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그 장치상에서 실행되는 것이 '허용'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된다(단계 110). 이러 한 검사는 아래에 기술될 허가 및 룰들의 사용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허가 매커니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모든 시도에 앞서 애플리케이션이 검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사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안전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이는 다른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 장치 상에 애플리케이션내로 삽입된 트로이 목마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감시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하지 않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장치로부터 제거된다(단계 11
5).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추가적인 해를 끼지는 것을 예방한다. 대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무선장치로부터 제거될
필요가 없다. 애플리케이션 제거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스에이블시키고 애플리케이션을 장치상에 남겨두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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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원발명의 실시예가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는 도이다. 개발자(200)는 무선 장치(230) 상에서
사용될 애플리케이션을 발생시킨다. 상기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당업자는 앞선 설명이 애플리케이션 파일 타입을 포
함하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다른 파일 타입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또한 당업자는 본원발명이 무
선 및 유선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고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자(200)는 무선 장치(230)에서 실행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일련의 설명서를 가질 것이다
.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는 퀄컴에 의 해 개발된 BREW TM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선 장치와의 애플리케이션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함한다.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는 BREW TM 을 만족시키는 애
플리케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개발자(200)는 중앙 서버(205)와 접속되어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서버(205)로 전기적으로 전송한다.
일 실시예에서, 중앙 서버는 무선 장치들로 애플리케이션을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센터 헤드쿼
터(ACCHQ) 서버이다. 개발자(200)는 디지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명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 서버와의 물리적인 접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인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200)는 제1 클래
스 메일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CD-ROM에 저장된 중앙 서버(205)로 전송한다.
또한, 개발자는 다양한 소스 식별 정보를 중앙 서버(205)로 전송한다. 이러한 소스 식별 정보는 회사 이름, 회사의 세
금 식별, 또는 다른 식별 정보와 같이 개발자를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는 임의의 정보 타입을 포함한다.
스스로 또는 인증 서버(210)를 사용하여 중앙 서버(205)는 애플리케이션을 분석 및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일 실시예
에서, 인증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센터(ACC)이다. 일 실시예에서, 인증 서버(210)는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시에 본보기로 사용한 이전에 정의된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지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기
준은 무선 장치에서 실행에 앞서 만족해야만 하는 임의의 기준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a)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장
치 동작에 해를 끼치지 안도록(예를 들면, 전화기를 파괴하지 않도록), 개발자에 의해 요구된 대로 애플리케이션이 동
작하는지 (b) 애플리케이션이 접속하면 않되는 데이터 또는 메모리에 애플리케이션이 접속하지 않는지(예를 들면, 다
른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또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의해 소유되는 데이터 또는 파일에는 접속하지 않음) (c) 예
를 들면 무선 장치의 입력 및 출력을 해롭게 독점하는 것처럼, 무선 장치 자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
부를 검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앙 서버(205)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한 세트의 허가를 할당한다. 이러한 허가 리스트는, 예를 들면 무선 장치가
인증 과정을 통과하였는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네트워크(200)에서 실행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 및 무선 장치가 애
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허가 리스트를 결정하는데 사용
되는 많은 인자들이 존재하고 이는 본원발명을 구현하는 경우에 당업자에게 일임된다.
중앙 서버(205)는 개발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개발자(200)에 의해 발생된 애플리케이션과 상관시킨다. 애플
리케이션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면, 중앙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개
발자 정보는 상관이 무선 장치 또는 무선 장치와 접속된 다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도록 무선 장치(230)로 전달된다.
일 실시예에서, 중앙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버(ADS)(215)와 접속된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버(215)
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220)를 통해 무선 장치와 인터페이스하는데 사용된다. 중앙 서
버는 허가 리스트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개발자 식별을 ADS로 전송하고, 여기에서 무선 장치로부터 전송시까지
저장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및 개발자 식별이 수정으로부터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 서버에
의해 디지털적으로 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S가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다른 정보를 다양한 무선 장치(230)로 분배하기 위해 다중 네트워크(220)와 접속하는
데 사용됨을 잘 이해할 것이다. 또한,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가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및 개발자 식별을 무선 장치
로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ADS(215)는 네트워크(220)를 통해 무선 장치(230)로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
스트, 개발자 식별, 및 디지털 서명을 전송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230)는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및/
또는 개발자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을 검사하는 키를 포함할 것이다.
디지털 서명이 본원발명에서 사용되면, 중앙 서버가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는 안전키를 사용하고 디지털 서명을 평
가하기 위해 무선 장치상에 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키를 사용함으로써, 무선 장치는 디지털 서명이 도
용자가 아닌 중앙서버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신뢰성의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임의의 에러를 야기하거나, 또는 다른 요구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선 장치는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개시한다. 또한, ADS 또는 중앙 서버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장치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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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제거 과정은 오류적인 및/또는 파괴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무선 장치 환경을
추가로 보호한다.
도3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 분배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는 도이다.
중앙 서버(302)는 스스로 또는 인증 서버와 함께 소정 프로그램 및 표준 또는 약정 세트와 호환성이 있는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들을 인증하는 엔티티이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래밍 표준은 애플리케이션인 BREW
TM 소프트웨어 플랫폼 상에서 BREW TM 플랫폼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중앙 서버 데이터베이스(304)는 네트워크(300)의 각 무선 장치(330)상에서 임의의 시간에 다운로딩
된 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식별 기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한 개체에 대한 전기적 서비스 번
호(ESN), 및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무선 장치(330)에 고유한 이동 식별 번호(MIN)를 포함한다. 대안
적으로, 중앙 서버 데이터베이스(304)는 무선 장치 모델, 무선 네트워크 캐리어, 무선 장치(330)가 사용되는 지역, 및
어떤 무선 장치(330)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지를 식별하는데 유용한 임의의 다른 정보를 네트
워크(300)의 각 무선 장치(330)에 대해 기록한 기록들을 포함한다. 또한 중앙 서버 데이터 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는 개발자를 저장한다.
중앙 서버(302)는 제거 명령 소스(322)를 포함한다. 제거 명령 소스(32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타겟된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들을 제거시키는 명령을 하는 개인 또는 엔티티이다. 이러한 제거 명령 소스(322)는 이러한 타겟된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식별된 무선 장치(330)로 방송되는 제거 명령(하기에 기술됨)을 구축하는 엔티티이다.
대안적으로, 하지만 제한적이지는 않게, 제거 명령 소스(322)는 타겟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급과 관
련된 사람 또는 엔티티이거나, 무선 장치(330)의 제조와 관련된 사람 또는 엔티티이거나, 네트워크(300) 부분의 기능
과 관련된 사람 또는 엔티티이다.
중앙 서버(302)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308) 상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서버(306)와 통신한다. 상기 서
버들(306)은 또한 네트워크(308)를 통해 캐리어 네트워크(310)와 통신한다. 캐리어 네트워크(310)는 인터넷 및 POT
S(plain ordinary telephone system)(도3에서 311로 표시됨) 모두에 의해 MSC(312)와 통신한다. 캐리어 네트워크(
310) 및 MSC(312) 사이의 인터넷 접속(311)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POTS(311)는 음성 정보를 전달한다. MSC(312)
는 복수의 기지국(BTS)(314)들과 연결된다. MSC(312)는 인터넷(311)(데이터 전달을 위해) 및 POTS(311)(음성 정
보를 위해) 모두에 의해 BTS와 접속된다. BTS(314)는 단문 서비스(SMS) 또는 다른 오버-더-에어 방법에 의해 무선
장치(330)로 무선으로 메세지를 전달한다.
본원발명에서 BTS(314)에 의해 전송된 메세지의 일 예는 제거 명령(316)이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되듯이, 제거 명령
(316) 수신에 응답하여 무선 장치(330)는 무선 장치(3330)에 저장된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9)을 설치해제
함으로써 응답한다. 제거 명령(316)은 제거 명령 소스(322)(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의 제거 개시를 결정한 사람
또는 엔티티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에 의해 구축된다. 제어 명령(316)은 제거 명령 소스(322)에 의해
무선 장치(330)로 방송하는 네트워크(300) 상에서 전송된다.
BTS(314)에 의해 방송되는 메세지의 다른 예는 제거 메세지(318)이다. 여기에서 추가로 기술되듯이, 제거 메세지(3
16)는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삭제 지시를 전달하는 무선 장치(330)로 방송되
는 메세지이다. 제거 메세지(316)에 응답하여, 무선 장치(330)는 자동적으로 제거 메세지 소스(320)와 통신한다. 제
거 메세지 소스(320)는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식별에 대한 정보를 무선 장치(330)로 전송한다. 이러한 정보
수신에 응답하여, 무선 장치(330)는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해제한다.
제어 메세지 소스(320)는 중앙 서버(302)와 동일한 엔티티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제거
메세지 소스(320)는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9)의 개발 및 배급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람 또는 엔티티이거
나, 무선 장치(330)의 제조와 관련된 사람 또는 엔티티이거나, 네트워크(300)의 임의의 부분의 기능과 관련된 사람
또는 엔티티일 수 있다.
유사하게, 상기 네트워크는 중앙 서버로부터 다양한 서버들(306)(예를 들면 ADS)로 MSC 및 BTS를 통해 애플리케
이션, 허가 리스트 및 관련 디지털 서명을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기술된 제거 메세지를 사용하여, 오류가 있거나 요구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제하는 매커
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의 안전성이 증가된다. 상기에서 중앙 서버에 의해 개시되는 제거 명
령이 서술되었지만, 무선 장치가 애플리케이션 및 그에 관련된 정보의 제거 또는 설치해제를 개시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무선 장치 및 내부 컴포넌트 일부를 보여주는 도이다. 본 실시예는 무선 장치(400)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예시적일 뿐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대안적으로 개인 휴대 단말기, 무선 모뎀, PCM
CIA 카드, 접속 단말, 개인 컴퓨터, 디스플레이 또는 키패드 없는 장치들, 또는 이들 조합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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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할 수 있는 임의의 원격 모듈 상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원격 모듈의 예들은 키패드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
각 디스플레이 또는 사운드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다.
도4에 제시된 무선 장치(400)는 무선 장치(400) 제조시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특정 집적 회로(ASIC)(415)를 갖는
다. ASIC는 ASIC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APT)(410)는 제조시에 무선장치(400)에 설치된다. 일 실시예에서, API는 BREW API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나타낸다. API(410)는 ASIC와 상호작용하도록 구현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API(410)는 ASIC(415) 하드웨어
및 무선 장치(40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기에서 설명됨)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한다. 대안적으
로, 무선 장치(400)는 프로그램이 무선 장치(400)의 하드웨어 구성과 호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주는
임의의 회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장치(400)는 저장장치(405)를 포함한다. 저장장치(405)는 RAM 및 ROM을
포함하지만, EPROM,EEPROM 또는 플래쉬 카드 인서트들과 같은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무선 장치의 저장장치(405)는 수신된 애플리케이션 및 허가 리스트(425)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저장장치(40
5)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키'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키들은 서명된 정보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에 인가될 수 있다.
룰(435)들은 무선 장치(400)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룰들은 허가 리스트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허용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인증 플래그가 허가 리스트에 세팅되면(즉, 애플리케이션이 인증을 통과
했음을 표시함),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허용됨이라는 진술을 룰이 행한다. 이러한 허가 리스트는 인증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 플래그의 세팅 및 비-세팅된 인증 플래그를 갖는다. 이러한 룰을 허가 리스트에 포함된 정보에 적
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실행 허가가 승인 또는 거절된다.
무선 장치(400)의 제조자(제시되지 않음)는 무선 장치(400) 제조시에 무선 장치의 저장장치(405)상에서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게임, 북, 또는 임의 타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
이터와 같이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일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또한 무선 장치
가 제조된 후에 무선장치(400)상에서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제조자는 무선 장치(400) 제조시에 무선 장치(400)의 저장장치(405) 상에 제 거 프로그램(제시되지 않음)을 다운로
드한다. 이러한 제거 프로그램은 무선 장치(400)가 제조된 후에 설치될 수도 있다.
무선 장치(400)에 의해 실행될 때, 제거 프로그램은 무선 장치(400)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들 중 하나로 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해제한다.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하기에서 논의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무선 장치(400)로부터 설치해제될 필요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제거 프로그램은 추
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디스에이블시키거나 이를 다시 재프로그램시키도록 프로
그램될 수 있다.
무선 장치(400)는 제조자에 의해 설치된 로컬 데이터 베이스(420)를 갖는다. 무선 장치의 API는 무선 장치(400) 상
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기록을 갖는 로컬 데이터 베이스(420)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로컬 데이터 베이스(420)는 무선 장치(402)에 저장된 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고유한 서
명 식별 기록을 포함한다. 또한, 로컬 데이터 베이스(420)는 무선 장치(400)의 저장장치(405) 내의 애플리케이션 프
로그램들의 위치에 대한 기록 및 무선 장치(400) 상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되며,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임의의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도5는 본원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고 무선 장치로 전송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은 디지탈 파일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트랙킹하는데 사
용된다. 기술된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은 문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디지털 파일에 인
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명은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파일에 키를 인가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디
지털 서명은 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서명은 수신인에게 파일과 함께 전
송된다. 파일 및 디지털 서명의 수신인은 그리고 나서 키를 수신된 파일 및 디지털 서명에 인가하여 파일이 수신인으
로의 전송기간 동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 서명을 발생 및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들은 서명자의 식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키는 엔티
티 및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성되고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러한 엔티티는 디지털 서명을 평가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는 대응 키를 분배할 수 있다. 키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손상되지 않으면, 디지털 서명을 평가하는 수신인은
정보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서명자의 식별을 결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제3-파티 엔티티는 안전한 방식으로 특정 엔티티에 대한 키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식별과
관련된 키를 갖는 수신인은 그 엔티티가 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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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서, 디지털 서명(515)은 도2에 제시된 중앙 서버 키와 같이 서명자 키(525), 애플리케이션(500), 허가
리스트(505) 및 개발자 식별 정보(510)를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530)에 대한 입력으로서 사용하여 발생된다. 그 결과
는 입력들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는 디지털 서명(515)이다.
디지털 서명(515)을 발생시킨 후에, 애플리케이션(500), 허가 리스트(505), 개발자 식별 정보(510) 및 디지털 서명(5
15)이 무선 장치(520)로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무선 장치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련 정보(
즉, 허가 리스트 및 개발자 식별 정보)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안전 키와 같이 상기에서 설명한
기술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는 무선 장치로 이러한 정보를 전송한 서명자의 식별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된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분배하는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들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처리는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서명을 수신함으로써 개시된다(단계 600). 디지털 서명은 애플리
케이션이 수신에 앞서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에 서명한 개발자 또는 엔티티가 할당된 키를 수신한 개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데 사용된 키
가 제3자에 의해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서명을 수신한 후에, 디지털 서명은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한 개발자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서
명한 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다(단계 605).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기 위해 제3자 키를 개발자에
게 할당하였다면, 제3자는 디지털 서명을 평가하기 위해 그 키를 수신측, 예를 들면 도2의 중앙 서버에 할당한다.
개발자 식별,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엔티티가 서명 및/또는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이 저장되고 애플리케이션
과 연관된다(단계 610). 저장은 테이블, 데이터 베이스, 또는 개발자 식별이 결정될 필요가 있을때 후에 복원될 수 있
는 방 식으로 저장된다. 일 실시예에서, 개발자 식별의 저장은 서버가 아닌 무선 장치내에 저장된다.
그리고 나서, 수신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증된다(단계
615). 일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면 퀄컴에 의해 개발된 BREW TM 플랫폼과 같은 특정 플랫폼상에서 실
행되도록 기록될 수 있다. 특정 플랫폼, 또는 장치는 애플리케이션이 장치상에서 실행되기 전에 만족해야만 하는 특정
요구조건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플랫폼 또는 장치는 장치 또는 메모리에 위치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장치내의 특정 메모리 위치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은
명세화되고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준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될 수 있다.
인증후에, 주어진 환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허가들이 할당된다(단계 620). 허가는 본원발명이 구현되는 환
경에 따라 많은 인자들에 기반하여 할당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무선 장치에 대해 의도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허가 할당은 캐리어 네트워크, 무선
장치 요구조건, 인증 테스트 결과, 및 개발자, 캐리어 또는 다른 테스트 환경 등에 의존한다. 따라서, 허가 리스트의 예
는 애플리케이션이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그것이 특정 캐리어 네트워크상에 존재함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및 개발자 식별을 디지털적으로 서명한다(단계 625).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서명은 서버의 식별이 이러한 디지털 서명 정보를 수신하는 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안전 키를 사용하
여 수행된다. 서버에 의해 수신된 개발자 서명이 서명되거나 개발자 서명이 무선장치로 전송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
는다.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개발자 식별 및 단계(625)에서 발생된 디지털 서명은 무선 장치로 전송된다(
단계 630)
도7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무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들을 보여주는 플로우챠
트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허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룰들을 저장한다(단계 700)
. 본원발명이 룰/허가 예를 기술하고 있지만 특정 장치 또는 플랫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예들이 사용될 수 있고, 이들 역시 본원발명의 영역에 포함됨을 당업자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선 장치는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개발자 식별 및 디지털 서명을 수신한다(단계 705). 일 실시예
에서, 무선 장치는 서명자 식별을 결정하기 위해 수신된 디지털 서명을 평가한다. 디지털 서명은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또는 개발자 식별이 서명후에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나서 무선장치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을 수신한다(단계 710). 이러한 요청은 프로그램 실행을 원하는 무선
장치의 사용자로부터 올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러한 요청은 무선 장치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네트워크를 통
해 또는 무선장치와의 직접 접속을 통해 무선 장치로 전송된 요청으로부터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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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수신한 후에, 무선 장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허가 리스트 및 디지털서명을 평
가한다(단계 720). 기술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는 허가 리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룰들을 사용한다. 디
지털 서명을 평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또는 개발자 식별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무선 장치는 저
장된 룰들을 사용하여 허가 리스트를 평가한다. 수정이 없었고 허가 리스트에 대한 룰의 평가가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장치를 실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지시하면, 처리과정은 장치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730)로 진행한
다.
단계(720)에서 평가가 애플리케이션, 허가 리스트 또는 개발자 식별이 서명된 후에 수정되었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장치상에서의 실행 허가가 거절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실행되지 않는다(단계 725). 처리과정은
무선 장치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단계(750)로 진행한다. 허가 리스트 및 개발자 식별이 또한 무선 장치로부
터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730)를 뒤이어,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또는 부적절한 동작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된다(단계 735). 무선 장치 또는 무선 장치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동작들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메모리의 제한된 영역 또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파일들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 위치들에 접
속하는 동작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동작들은 무 선 장치 및 무선 장치가 접속된 네트워크 상에 다른 장치들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무선 장치 자원들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동작이 시도되면,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중지되고(단계 745) 바람직하게는 개발자 식별
및 허가 리스트와 함께 무선 장치로부터 제거된다(단계 750).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안적으로, 이러한 제거
과정은 애플리케이션을 디스에이블링하여 그 실행을 방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무선 장치상에 유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어떠한 불법적, 부적절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이 단계(735)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을 계
속하도록 허용된다(단계 740).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
애플리케이션은 무선 장치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무선 장치
로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는 매커니즘을 기술한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때, 제어 프로그램이 허가
및 룰들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선장치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룰 및
허가'의 예는 핸드셋에서의 실행 허가를 가지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제한함으로써 실행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제어 프로그램 기능은 운영 시스템 또는 칩 로직에 통합되거나 퀄컴에 의해 개발된 BREW
있다.

TM

API 소프트웨어 일 수

애플리케이션이 발생될 때, 왜 캐리어들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캐리어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핸드셋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그들의 네트워크상에서 테스트되기를 원하지 않는지가 이해될 것이다(예
를 들어, 캐리어는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개발자가
테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라이브 네트워크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허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발자에게 무선 장치상에서 실행할 기회를 여전히 부여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시
스템 및 방법을 발생시키기 위한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원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무선 장치가 개발 노력의 일부인지를 평가하고 허가가
위치하는 무선 장치에 기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또는 무선 접속)하는 허가를 부여하는 룰/허가 방식을 구현한다
. 예를 들어, 무선 장치를 테스트 무선 장치로 지정하고, 예를 들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무선 장치에 제공하고
무선 장치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원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접속가능하고 테스트 인에이블로 지정된 모든 무선 장치들을
관리하는 서버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버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요청하는 개발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는 관
리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프로파일은 개발자에 대한 식별 정보 및 특정 네트워크 상에서 개발자가 얼마나 많은 무선
장치들에 대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갖는 것이 허용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무선 장치는 캐리어와 관
련됨을 잘 이해할 것이다. 캐리어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선 장치들(총 및 개발자 당)을
허용할 것인지를 지령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관리 기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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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능은 또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 각각에 대한 소멸 날짜를 트랙킹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버가 소멸 날짜
를 제공하면, 소멸 날짜가 경과하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무선장치상에서 종결된다. 또한, 관리 기능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서명 및 각각에 대한 소멸 날짜를 갖는 모든 현저한 무선 장치들을 트랙킹한다.
관리 기능은 무선 장치에 대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제공하는 위험 제어를 허용한다. 테스트-인에이블된 허가를
제공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되는 것이 인증되는지 와는 독립적으로 장치가 테스트 애플리
케이션들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네트워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위험량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실행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관리 기능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하는 테스트 엔티티를 식별하고(즉, 그들의
기술 능력 또는 신뢰도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평가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테스트 엔
티티는 인증된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을 트랙킹하고(즉, 누가 허가를 갖는지를 관찰함); 모든 분배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 및 특정 테스트 엔티티에 주어진 허가들을 포함하 여 분배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의 수를 제
한하고; 그리고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에 대한 소멸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다른 기능들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와 관련된 위험을 제어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해 관리 기능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내용이 무선 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본원발명은 유선
및 독립적으로 접속된 장치들을 포함하여 다른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의 할당은 엔티티가
테스트와 관련된 위험을 제어하면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에서 애플리케이션들 및 다른 컴포넌트들의 테스트
를 제어하도록 하여준다.
일 실시예에서, 관리 기능은 장치의 전기 일련 번호(ESN)를 사용하여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트랙킹한다. ESN은
모든 장치들에 고유한 코드이다. 그러나, 다른 고유한 코드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도8은 본원발명이 구현되는 실시예에서의 시스템 구조에 대한 도이다. 서버(800)는 관리 트랙킹 기능 및 테스트 인에
이블된 허가를 무선 장치에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서버로 다이얼링하고,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요청하고, 네트워크(805)로 부터 응답을 수신하는 무선 장치(815)에 의해 접속된다. 이러한 네트
워크(805)는 도3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RF 네트워크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개발자는 개인 컴퓨터(825)를 사용하여 네트워크(810)를 통해 서버(800)로 접속할 수 있다. 네트워크(8
10)는 도3에서 제시된 네트워크, 인터넷 과 같은 랜드라인 네트워크 또는 그들의 조합과 유사하다.
일 실시예에서, 개발자는 PC(825)를 통해 서버(800) 웹사이트에 로그 온 한다. 개발자는 테스트 인에이블 허가를 요
청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개발자는 그가 인에이블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장치에 대한 ESN을 입력한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주어지면, 개발자는 서버(805)로부터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한다. 디지털 서명의
사용과 같은, 수정 탐지 기술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의 수정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수정이 탐지되면, 허
가가 평가되는 룰들이 이러한 조건을 통합하여 테스트 인에이블 조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즉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
및 룰 조건의 평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개발자는 디지탈 서명 및 서버(800)로부터 수신된 소멸 날짜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들과 함께 무선 장치(820)로 테스
트 인에이블 허가를 전달한다. 이러한 전달은 PC로의 직접 접속을 통해 이뤄진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CD-ROM 상에서 수신하고 그것을 타겟 장치(815 또는 820)상에서 다운로딩하는 것을 포
함하여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하는 타겟 장치로 이러한 서명을 분배하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존재함은 잘 이
해될 것이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하는 타겟 장치와 이러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분배하는 서버(800)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
무선 장치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장치(820 및 815)는 무선 장치상에 위치하는 애플
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파일에 포함된 정보 및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에 대해 수행되는 추가적인 트랙킹
으로 인해, 비록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장치(815,820)에서 테스트되는 위험이 발생하여 캐리어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의 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캐리어는 네트워크상에서 테스트 인에이블된 장치들의 수를 제한하고 개발자에게 테
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위험이 캐리어에게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된 개발자들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준다.
도9는 본원발명의 실시예에서 테스트 인에이블 허가를 수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이다. 개발자는 테스트 인에이블
된 허가가 분배된 서버에 로그 인 한다(단계 900). 개발자는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한다(단계 905). 이는 개발자 타입,
개발자 식별 자료,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의도한 애플리케이션 타입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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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즉, 캐리어), 및 개발자와 관련된 ESN을 포함한다. 다른 정보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 및 개발자들을 트랙
킹하기 위해 삽입될 수 있다.
개발자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요청한다(단계 910). 일 실시예에서, 개발자는 무선 장치의 ESN과 같이, 테스트
장치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무선 장치의 고유 코드를 입력한다.
그리고 나서, 서버는 개발자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ESN이 무슨 캐리어와 관련되어 있는지(이것은 서버의 테이블에서 ESN이 어떠한 캐리어와 관련되어 있는지
를 살펴 봄으로써 이뤄지거나 또는 캐리어 또는 장치 제조자와 같은 다른 소스들로부터 수신된다), 캐리어가 개발자
가 얼마나 많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가질 수 잇도록 허용하는지, 및 개발자가 그들에 할당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의 수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를 포함한다.
개발자에게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허용됨이 결정되면, 서버는 개발자에 의해 입력된 ESN과 관련된 테스트 인에
이블된 허가를 개발자에게 전송한다(단계 915). 이러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상기 ESN에 한정되고, 결과적으로
ESN과 관련된 무선 장치상에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 하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준다. 동일한 허
가가 다른 무선 장치로 전달되어, 개별적인 ESN을 갖게되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룰을 만
족시킴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허용하는 다른 룰들을
만족시키면 다른 허가가 주어짐은 잘 이해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서명이 발생되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와 함께 전송되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의 임의의 수정이 결
정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소멸 날짜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와 관련된 개발자로 전송된다. 소멸 날짜가 경과
하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무선 장치는 무선 장치 상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의 실행을 허
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허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디지털 서명은 소멸 날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개발자가 PC를 통해 서버로 접속하면, 개발자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이전에 서버로 제출된 ESN을 갖는 무선
장치로 전달한다.
서버 관리 기능은 어떠한 ESN에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할당되었는지, 어떤 개발자에게 할당되었는지, 할당된 테
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의 소멸 날짜를 포함하여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추적한다.
일 실시예에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ESN, 즉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무선장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기 ES
N을 갖는 무선 장치는 하나의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갖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
도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상에 저장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도이다.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는 실행이 허용되기 전에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허가가 부여
되는 것을 요구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제어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에 있어
서, 무선 장치에 포함된 룰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허가들 또는 도8 및 9에서 제시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
가를 통해 평가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요청되면, 제어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무선 장치에 포함된 룰들 및 허가들을 사용한다.
상기 과정은 핸드 셋에서 룰들 및 허가들을 수신함으로써 시작된다(단계 1000).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의 평가는 무
선 장치에 포함된 룰들의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룰들은 또한 이러한 룰들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디지털 서명 또는 다른 수정 탐지 기술에 종속된다. 제어 프로그램은 이러한 수정 결정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테스트 인에이블, 인증 및 캐리어 허가와 관련된 룰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If(permission = = Test Enabled and ESN match and Date Valid)
rule application
else(if permission = = Passed Certification)
run application
else(if permission = = Carrier and Carrier ID matches)
ru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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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fail
이러한 룰들 세트는 조건적 진술 리스트이다. 첫번째 'if'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주어졌다
고 허가가 표시하면, 애플리케이션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와 관련된 ESN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도하는 무선
장치와 동일하고, 날짜가 유효한 경우(즉, 소멸 날짜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룰들의 다른 조건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이 인증을 통
과하였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실행될 수 있다).
도10에서, 상기 처리과정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 단계로 진행한다(단계 1010). 무선 장치상에서의 룰들 및 허가
들은 애플리케이션이 테스트 인에이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다(단계 1015). 허가내의 ESN이 전화기 ES
N과 매칭되고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소멸되지 않았으면(단계 1020),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이 허용된다(단계 10
30).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도하는 무선 장치가 허가내의 ESN과 매칭되지 않거나, 소멸 날짜가 경과하면, 애플리케이션
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또는 대안적으로, 다른 룰 조건들이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다)(단계 1025).
단계(1030) 후에, 상기 과정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요청하는 수신과정을 돌아간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이
러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이러한 실시예에서,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는 애플리케이
션 실행이 아닌 테스트 인에이블된 장치인지 여부(ESN과의 매칭) 및 소멸의 발생여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제공함을 주목하라). 따라서, 수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를 서버로부터 수신함으로써 장치상
에서 테스트될 수 있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가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하는 룰들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
들이 허가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개발자 ID, 제어 프로그램 버젼, 등)이 사용되고 상기 룰들의 조건 진술에 부가될 수
있다.
결론
본원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안전한 애플
리케이션 분배 및 실행을 제공한다.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이 발생되고 선택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엔티티로 분
배된다. 관리 기능이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을 분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상 기 위험은 테스트 인에이블
된 허가를 테스트 엔티티로 분배하기 전에 테스트 엔티티의 식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제공하고,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과 관련된 소멸 시간을 제공하며, 분배된 테스트 인에이블 허가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제어된다. 관리 기능은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들의 분배를 트랙킹한다.
본원발명의 상기 구현에 관한 기술들은 예시적 목적일 뿐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당업자는
잘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구현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만 본원발명의 일 실시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의 조합 또는 하드웨어만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발명은 객체-지향 및 비-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스템 모두를 통
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원발명의 양상들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는 이러한 양상들이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과 같은 제2 저장 장치와 같이 컴퓨터-판독 매체의 다른 타입들 상에 저
장될 수도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 장치와 관련된 허가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
무선 장치에 저장된 룰을 사용하여 무선 장치와 관련된 허가를 평가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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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허가 평가 및 룰이 애플리케이션 실행 허용을 지시하는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
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2.
제2항에 있어서,
무선 장치 상에서 제2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 및
제2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허용을 지시하는 제2 허가 평가 및 룰에 응답하여 제2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추
가로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고유 식별자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허가 평가는 고유한 식별자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하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4.
무선 장치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에 있어서,
무선 장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독립(independent) 허가를 요청하는 단계;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상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개시하는 단계;
무선 장치상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평가하는 단계; 및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의 평가가 접속 허용을 지시하는 경우 제1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리
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프로파일 정보를 제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평가가 접속이 허가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거절하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제1 애플리케이션 접속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제1 애플리케이션 평가는 무선 장치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제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평가는 수정(modification) 탐지 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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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인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청구항 1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무선 장치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 및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및 고유 식별자를 평가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결정하도록 구현된 제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독립 식별자는 테스트-인에이블된 허가인 무선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및 고유 식별자를 평가함으로써 제2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추가
로 구현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식별자는 전기 일련 번호(ESN)인 무선 장치.

청구항 15.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 장치와 관련된 프로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무선 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위해 엔티티에 의해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할당하는 단계; 및
무선 장치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할당하는 단계는 무선 장치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와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바인딩(bin
ding) 하는 것을 포함하며,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전송하는 단계는 고유 식별자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애플
리케이션 독립 허가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는 프로파일 정보에 따라 할당되는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관리 방법.

청구항 18.
무선 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시스템으로서,
무선 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요청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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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장치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개시하는 수단;
무선 장치에서 상기 제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평가하는 수단; 및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 평가가 접속이 허용됨을 지시하는 경우 상기 제1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시스템.

청구항 19.
무선 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장치에서 제1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개시하는 단계;
무선 장치에서 상기 제1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를 평가하는 단계;
애플리케이션 독립 허가의 평가가 접속이 허용됨을 지시하는 경우 상기 제1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을 실행시에 수행하며, 무선 장치상에서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해 컴퓨터-실행 지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매체.

청구항 20.
장치 상에서 테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테스트 엔티티에 관한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테스트 엔티티에 관한 프로파일 정보를 평가하는 단계;
상기 장치와 관련된 테스트 키를 전송하는 단계; 및
테스트 키 분배를 트랙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테스트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키는 테스트 인에이블된 허가인 테스트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키와 관련된 소멸 주기를 할당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소멸 주기의 끝에서 테스트 키는 유효
하지 않게 되는 테스트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장치상에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테스트하는 상기 단계
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 각각을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키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테스트 관리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무선 장치인 테스트 관리 방법.

청구항 25.
테스트 엔티티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테스트 엔티티에 관한 프로파일 정보를 평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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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와 관련된 테스트 키를 전송하는 단계; 및
테스트 키 분배를 트랙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실행시에 수행하며, 장치상에 테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 지령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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