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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국들과 통신하는 기지국 그룹들을 포함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준비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

다.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은: 1)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2) 제1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통지를 수신할 수 있고, 또한 

상기 통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가져오고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준비 제어기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에 있는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선(OTA) 서비스 준비 과정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동국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이동국은, 1)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 및 복조할 수 있고, 역방향 채널 메시지를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 송신하는 RF 송수신기

와, 2) 상기 RF 송수신기로부터 상기 복조된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석된 바이트코

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추출하는 주 제어기를 포함한다. 상기 주 제

어기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단말기, 서비스 준비/업데이트, 무선(OTA) 전송, 바이트코드 프로그램, 준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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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개관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무선(OTA) 서비스 준비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의 선택적인 부

분들에 대한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준비 서버 160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이동국을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에서 전형적인 준비 서버와 전형적인 이동국의 동작을 도

시하는 플로우챠트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룰라 전화 단말기들 및 다른 이동 단말기들의 무선(over-the-air:

이하 "OTA"라 칭함) 준비(provisioning) 혹은 업데이트(update)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신뢰할 만한 예측들은 셀룰라 전화기 가입자들이 200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3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미합중국

내에서 셀룰라 서비스는 셀룰라 서비스 제공자들, 지역별 벨 회사들(Bell companies) 및 전국 장거리 오퍼레이터들에

의해 제공되어진다. 증가된 경쟁은 셀룰라 서비스의 가격이 많은 부분의 인구들에게 지불할만한 여유가 있는 지점까

지 낮아지도록 이르게 하였다.

현재 세대의 셀룰라 전화기들은 주로 가입자 단말기(혹은 이동국)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상대방간의 음성 통

화를 위해 사용되어진다. 더 적은 수의 이동국들은 셀룰라/무선 모뎀들이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들(PCs)과 같은 데이

터 장치들이다. 현재 세대의 이동국들을 위한 대역폭은 전형적으로 초당 아주 적은 수십 킬로비트(Kbps)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이동국들의 응용들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3G" 무선/셀룰라로서 언

급되어지고,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대역폭(125Kbps 혹은 그 이상)이 각 이동국에 사용되어질 차세대(혹은 제3세대) 

셀룰라/무선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가 기대된다. 높은 데이터 전송율은 보다 널리 이동국들을 인터넷에 응용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G 셀 전화기(혹은 3G 셀룰라 모뎀을 구비하는 PC)는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들에 접속하

고(browse), 그래픽들을 송신 및 수신하고, 스트리밍(streaming) 오디오 및/혹은 비디오 응용들을 실행하고, 이와 유

사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요약하면, 3G 셀룰라 시스템들에 의해 처리되는 보다 높은 비율의 무선 트

래픽은 인터넷 프로토콜(IP) 트래픽일 것이고, 적은 비율의 무선 트래픽은 전통적인 음성 트래픽일 것이다.

무선 서비스들이 가능한 한 편리하고 지불할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서비스 제공자들은 빈번하게 수퍼마켓

및 백화점의 전시장들(display booths)들에서 가능성 있는 가입자들에게 직접 셀룰라 단말기들(혹은 다른 유형의 이

동국들)을 판매한다. 간단한 명령들은 구매자들이 셀룰라 단말기를 시동시키고 가입자가 되도록 무선 서비스에 계약

을 맺도록 하는 과정을 안내하도록 제공된다. 통상적인 셀룰라 시스템들에서, 단말기 구매자들은 단말기 명령에 따라

단말기의 키패드상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시동시키고 "*228xx"을 다이얼함에 의해 서비스와의 계약을 맺게 된다. 상

기 "**" 값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무선 서비스 제공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초기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단말기는 필연적으로 단말기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특정의 최소 고주파

수 통신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말기 키패드상에서의 "*228xx"의 다이얼링은 단말기 구매자가 오퍼레이터

에 접속하도록 하는 특정 목적의 호를 자동적으로 개시한다. 상기 오퍼레이터는 구매자로부터 개인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과금을 위한 집 주소 및 이와 유사한 특정의 예금 계좌 정보를 요청한다. 상기 예금 계좌 정보가 수집되고 계좌

가 설정되면, 상기 오퍼레이터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단말기에서 특정 기능들이 수행되도록 하는 패스워드들, 코드번

호들, 메뉴선택 명령들 및 이와 유사한 몇몇 시퀀스들을 입력하도록 지시한다.

이 과정은 빈번하게 "서비스 준비(service provisioning)"라고 불리운다. 서비스 준비는 셀룰라 단말기에서 번호할당

모듈(NAM: Number Assignment Module)을 활성화하는데, 상기 번호할당모듈은 호들을 수신하고 승인된 무선 반

송파들을 식별함에 의해 로밍(roaming)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화번호를 상기 단말기에 준다. 서비스 준비는

또한 상기 단말기내에서 선택 로밍 리스트(PRL: Preferred Roaming List)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상기 선택 로밍 

리스트는 각 지리적인 영역에서 각 반송파에 의해 승인되는 주파수들/대역들의 리스트이고 게다가 이 리스트는 각 영

역에서 선택 및/혹은 금지된 주파수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서비스 준비는 또한 셀룰라 단말기에서 "A-키" 라고 때때

로 불리우는 인증 코드를 활성화한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가입자가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억세스 시도를 할 때 상기 

A-키를 사용하여 상기 단말기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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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네트워크는 상기 A-키, 전화번호, 로밍 능력 정보 및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인증 및 준비되었거나 인

증 및 준비중인 각 단말기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홈 위치 등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

를 사용한다. 상기 HLR은 가입자를 식별/규명하고 특징들 및 서비스들과 관련된 개개의 가입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영구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상기 가입자의 무선 서비스 제공

자는 가입자의 홈 영역에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억세스할 때 상기 HLR 데이터를 사용한다. 다른 무선 서비스 제공

자들은 또한 상기 가입자가 상기 가입자의 홈 영역을 벗어나서 로밍할 때(전형적으로 유선 전화 네트워크들을 통해 

억세스되는) 상기 HLR 데이터를 사용한다.

위에서 기술한 통상적인 준비 과정은 매우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퍼레이터가 사람인 경우 이 오퍼레이터(이

하 "사람의 오퍼레이터"라 칭함)는 키들을 누르고 스크린의 표시 결과들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고, 빈번하게 오류들을 초래한다. 특히 상기 과정들을 잘 모르는 가입자

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실수들은 초기에는 통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입자는 셀룰라 서비스가 광고된 바와 같

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할 수도 있다. 실수가 결과적으로 진단될 때, 상기 준비 과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재수행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상기 사람의 오퍼레이터는 노동 비용을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에 부가한다. 이러

한 노동 비용은 만약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이 시간을 소모한다면 더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가된다.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서로 다른 유형의 무선 전화 단말기들

을 빈번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의해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TT7과 같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SAMSUNG7, NO

KIA7 및 MOTOROLA7 이동 전화기들을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만약 상이한 모델들의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들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상이한 서비스 준비 절차들이 각 전화기들에 대해 구현되어질 필요도 있다. 

게다가, 만약 단말기들이 소비자들에게 분배되기 전에 무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를 셀룰라 단말

기상에 인스톨한다면, 상기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각 유형의 단말기들에 대 해 주문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상이한 셀룰라 단말기 모델들은 동일한 기초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혹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입자 상호작용(subscriber interaction)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제거함에 의해 노동 비용을 줄이고 오류들을 제거하

고 사용자와 보다 친숙한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셀룰라 서비스 준비를 가능한한 커다란 범위내에서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접속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단말기로부터 준비 서버를 억세스함에 의해 적어도 무선(

OTA: over-the-air) 셀룰라 서비스 준비 과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다. 상기 3G 시스템들은 단

말기의 OTA 서비스 준비를 보다 용이하고 보편적이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선 단말기들(및 다른 유형의 이동국들)의 자동적인 서비스 준비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들 및 방

법들을 위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요구가 있다. 특히, 가입자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무선 단말기들의 무선 서비스 

준비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위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요구가 있다. 보다 더 특별하게는, 상이한 제

조업체들의 단말기들에서 상이한 서비스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이 없이 무선 단말기들의 무선 서비스 준비를 수

행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위에서 논의되었던 종래 기술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주요한 목적은 다수의 이동국들중의 하나의 제1 

이동국을 준비시킬 수 있는 서비스 준비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은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고

각 기지국은 다수의 이동국들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서, 상기 서비

스 준비 시스템은: 1)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2)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통지를 

수신하고, 또한 상기 통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가져오고 상기 서비

스 준비 파일을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준비제어기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은 상기 제

1 이동국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에 있는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제1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만드는데 

사용되는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준비 제어기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실효 코드(stale code)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1 이동국은 상기 실효 코드를 상기 준비 제어기로 역으로 송신한다. 이때 만약 

상기 시간 구간이 미리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준비 제어기는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어짐을 차단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은 상기 제1 이동국 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결정하고, 상기 결

정에 응답하여 상기 통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준비 제어기로 송신하는 보안 장치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주요한 목적은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무선(OTA) 서비스 준비 과정에 의해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동국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이동국은: 1)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순방향 채널 메시

지들을 수신 및 복조할 수 있고, 또한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 역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변조 및 송신할 수 있는 RF 송수

신기와; 2) 상기 RF 송수신기로부터 상기 복조된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석된 바이

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추출하는 주 제어기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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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한다. 이때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준

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무선 네트워크의 준비 제어기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실효 코드(stale code)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실효 코드를 상기 준비 제어기로 역으로 송신한다. 이때 

만약 상기 시간 구간이 미리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준비 제어기는 상기 이동국이 준비되어짐을 차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OTA 서비스 준비 과정 동안에 상

기 이동국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전술한 내용은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후술되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본 발명의 특징들 및 기술적인 장점을 보다 넓게 요약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을 형성하

는 본 발명의 부차적인 특징들 및 장점들이 이하에서 기술될 것이다.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그들이 본 

발명과 동일한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들로의 변형 혹은 설계를 위한 기초로서 개시된 개념들 및 특정 실

시예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그러한 균등한 구성

들이 넓은 개념의 형태로 작성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특허 명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된 특정 단어들(words) 및 구(phrases)에 대

해 정의한다: 용어들 "구성한다(include)" 및 "포함한다(comprise)" 뿐만 아니라 이것의 파생어들은 제한없는 구성을 

의미한다; 용어 "혹은(or)"은 및/혹은의 일체를 포함한 의미이다; 구들 "관련하는(associated with)" 및 "그것과 함께 

관련하는(associated therewith)" 뿐만 아니라 이것의 파생어들은 포함하다(include), 범위내에 포함되어지다(be inc

luded within), 서로 연결되다(interconnect with), 포함하다(contain), 범위내에 포함되어지다(be contained within)

, 에 혹은 과 접속하다(connect to or with), 에 혹은 과 결합하다(coupled to or with), 쉽게 전달되어지다(be comm

unicable with), 협력하다(cooperate with), 끼워넣다(interleave), 나란히 놓다(juxtapose), 가까이 있다(be proxim

ate to), 에 혹은 과 경계를 나타내다(be bound to or with), 구비하다(have), 특성을 가지다(have a property of), 혹

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용어 "제어기(controller)"는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제어하고, 하드웨어, 펌웨

어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적어도 이들과 동일한 2가지의 조합에 의해 구현되어질 수도 있는 어떤 한 장치(device), 

시스템(system) 혹은 이것의 부분을 의미한다. 어떤 특정 제어기에 관련하는 기능은 국부적이든 혹은 원거리이든 중

앙 집중 처리되거나 혹은 분산 처리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정 단어들 및 구들에 대한 정의들

은 이 특허 명세서 전반에 걸쳐 제공되고,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

에 그러한 정의들은 그렇게 정의된 단어들 및 구들의 기존의 사용 뿐만 아니라 향후의 사용에도 적용되어져야 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 및 그것의 장점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하여, 첨부 도면들과 연관되는 하기의 설명들에서 참조부호가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참조부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하기에서 설명될 도 1 내지 도 5는 이 특허 명세서에서의 본 발명의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실시예들

을 단지 예시하기 위한 것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석되어져서는 아니된다. 당해 분야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원리들이 적절하게 배열된 무선 네트워크에서 구현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의 일반적인 개관을 도시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전화 네트워크 100은 각각이 하나의 기지국들 BS(Base Station) 101, BS 102, BS 103

을 포함하는 다수의 셀 사이트들 121-123을 포함한다. 기지국들 101-103은 다수의 이동국들(MS: Mobile Station) 

111-114와 통신하도록 동작 가능하다. 이동국들 111-114는 통상적인 셀룰라 전화기, PCS 단말장치들, 휴대용 컴

퓨터들, 원격측정 장비들(telemetry devices) 및 이와 유사한 적절한 무선 통신 장치들일 수도 있다.

점선들은 기지국들 101-103이 위치하는 셀 사이트들 121-123의 인접 경계들을 도시한다. 상기 셀 사이트들은 단지

예시 및 설명의 목적들을 위해 거의 원형인 것으로 도시되었다. 상기 셀 사이트들이 또한 선택된 셀 배치 및 자연적이

고 인공적인 장애물에 의존하여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BS 101, BS 102 및 BS 103은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 및 기지국 

송수신기(BTS: Base Transceiver Station)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지국 제어기들 및 기지국 송수신기들은 당해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

크내의 특정 셀들에 대한 무선 통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장치이다. 기지국 송수신기는 각 셀 사이트에 위치하는 고주

파수(RF: Radio Frequency) 송수신기들, 안테나들 및 다른 전기적인 장비들을 포함한다. 이 장비들은 공기 냉방 유

니트들, 난방 유니트들, 전원 공급장치들, 전화라인 인터페이스들 및 RF 송수신기들 뿐만 아니라 호 처리 회로로 구성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함에 있어서 간단화 및 명료화를 위해, 각 셀들 121, 122 및 123에서의 기지국 

송수신기들과, 각 기지국 송수신기와 관련된 기지국 제어기는 각각 BS 101, BS 102 및 BS 103으로서 일괄적으로 

나타내어진다. BS 101, BS 102 및 BS 103은 통신라인 131 및 이동 교환기(MSC: Mobile Switching Center) 140을

통하여 기지국 상호간 및 기지국과 공중전화 시스템(Public Telephone System)(도시하지 않음)간의 음성 및 데이터

신호들을 전송한다. 이동 교환기 140은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동 교환기 140은 무

선 네트워크와 공중전화 시스템 및/혹은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가입자들간의 서비스들 및 기능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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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스위칭 장치이다. 통신라인 131은 T1 라인, T3 라인, 광 파이버 링크, 네트워크 백본 접속 및 이와 유사

한 적절한 접속 수단들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통신 라인 131은 몇몇 상이한 데이터 링크들일 수

도 있는데, 이때 각 데이터 링크는 BS 101, BS 102 혹은 BS 103중의 어느 하나와 MSC 140간을 결합한다.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 MS 111은 셀 사이트 121에 위치하여 BS 101과 통신 상태에 있고, MS 113은 셀 

사이트 122에 위치하여 BS 102와 통신 상태에 있고, MS 114는 셀 사이트 123에 위치하여 BS 103과 통신 상태에 

있다. MS 112 는 또한 셀 사이트 123의 가장 자리에 근접하는 셀 사이트 121에 위치한다. MS 112의 진행을 나타내

는 화살표는 MS 112가 셀 사이트 123을 향하여 이동함을 나타낸다. 특정 지점에서, MS 112는 셀 사이트 123으로 

이동하고 셀 사이트 121로부터 빠져나오므로, "핸드오프(handoff)"가 발생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 "핸드오프" 절차는 호의 제어가 제1 셀로부터 제2 셀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MS

112가 BS 101과 통신중에 있고 BS 101로부터의 신호가 수락될 수 없을만큼 약해지는 것으로 감지된다면, MS 112

는 이때 BS 103에 의해 송신된 신호와 같이 보다 강한 신호를 가지는 BS로 스위칭한다. MS 112 및 BS 103은 새로

운 통신 링크를 설정하게 되고, BS 101 및 공중전화 시스템으로 신호가 송신되고, 이에 따라 진행중인 음성, 데이터 

혹은 제어 신호들이 BS 103을 통해 전송된다. 이에 의해 호는 BS 101로부터 BS 103으로 끊어짐이 없이 전달되어진

다. "아이들(idle)" 핸드오프는 정규의 트래픽 채널들에서 음성 및/혹은 데이터 신호들을 송신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어 혹은 페이징 채널에서 통신중인 이동 장치들의 셀들간의 핸드오프이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동국들 111-114는 초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장치들일 수 있다. 즉, 번호 할당 모듈(NAM: Nu

mber Assignment Module) 데이터, 선택 로밍 리스트(PRL: Preferred Roaming List) 데이터, 혹은 인증(authentic

ation) 코드(혹은 "A-키") 데이터와 같이 필요한 형상 데이터(configuration data)는 예를 들어 MS 112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혹은 존재하더라도 적절하게 구조되거나(configured) 인에이블되지(enabled) 않을 수도 있다. 이

에 따라 MS 112 는 BS 101과 통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장치들이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선(OTA: over-the-air) 서비스 준비 능력이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 제공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OTA 서비스 준비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100의 선택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이때 MS 112, BS 101 및 MSC 140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전히 나타나 있다.

상기 도 2에서, 무선 네트워크 100은 인터워킹 기능부(IWF: Interworking Function) 150, 홈 위치 등록기(HLR: Ho

me Location Register) 155 및 준비 서버(provisioning server) 160을 더 포함한다. 준비 서버 160은 무선 네트워크

100의 다른 구성요소들, 즉 BS 101, MSC 140, IWF 150 및 HLR 155로부터 원격에 위치하는 시스템 차원의(syste

m-wide) 중앙 서버이다. 준비 서버 160의 특정 서비스 준비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MSC 140은 인트라넷/인터

넷(Intranet/Internet) 165(이하 "인터넷 165"라 칭함)를 통해 준비 서버 160과 통신한다. 무선 네트워크 100내의 데

이터는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선택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되어질 수 있기 때

문에, IWF 150은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의 응용 데이터를 전달하는 "고유의(native)" 통신 전송 프로토콜을 인터넷 

165를 통한 전송에 적합한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기반 데이터 패킷들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기지국들과 준비 서버들을 링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인터넷 165는 실질적으로 기지국 그룹을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준비 서버들에 링크하는 커다란 인트라넷일 수도 있다.

무선 네트워크 100은 MS 112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단말기가 사람의 오퍼레이터로의 음성 호에 의하거나 직접적으

로 준비 서버 160을 억세스하는 "데이터" 호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방식들로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을 개시하

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MS 112는 공중 교환 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

e Network) 170을 통해 오퍼레이터 국(Operator Station) 175로 데이터 호가 아닌 음성 호를 발생한다(initiate). 이

때 상기 오퍼레이터 국 175는 사람의 오퍼레이터 혹은 자동 음성 메뉴(automated voice menu application)중의 어

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상기 음성 호 및 상기 준비 과정은 MS 112의 사용자가 "*228xx"와 같이 미리 설정된 준비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 단말기 명령들에 따라 단말기의 키패드상에 다이얼할 때 시작된다. 이때 "xx"의 값은 MS 112

를 판매하는 무선 서비스 제공자들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MS 112는 준비되지 않았고 인증되어질 수 없

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100은 "*228xx" 이외의 어떠한 다이얼된 번호도 거절한다. "*228xx"는 단지 준비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MS 112는 BS 101, MSC 140 및 PSTN 170을 통해 오퍼레이터 국 175에 접속된다.

한번 오퍼레이터 국 175에 접속되면, 가능성 있는 가입자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critical information)

가 MS 112의 사용자로부터 사람의 오퍼레이터 혹은 음성 메뉴 스크립트(script)에 의해 수집된다. 한번 상기 중요 가

입자 정보가 수집되면, 오퍼레이터 국 175는 준비 명령을 MS 112 및/혹은 MSC 140과 통 신하는 기지국으로 송신한

다. MS 112와 통신하는 기지국은 BS 101이다. 상기 중요 가입자 정보는 또한 상기 준비 과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향

후의 이용을 위해 MSC 140을 통해 HLR 155로 송신된다. 상기 준비 명령은 오퍼레이터 국 175에 의해 수집된 상기 

중요 가입자 정보를 준비 서버 160으로 송신하기 위해, BS 101(및/혹은 MSC 140)이 인터넷 165를 통한 준비 서버 

160과의 세션(session)을 확립하도록 한다. 그러면 준비 서버 160은 번호할당 모듈(NAM: Number Assignment Mo

dule) 데이터, 선택 로밍 리스트(PRL: Preferred Roaming List) 데이터, 혹은 인증 코드(예: A-키) 데이터를 송신하

는 것을 포함하여,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interpreted byte-code application)을 포함하는 하기에서 구체적으로 기

술될 특별 서비스 준비 파일(special service provisioning file)을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을 완료하는 MS 112로 송

신한다.

장점을 가지는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특별 서비스 준비 파일이 MS 112와 BS 101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순방향 및/

혹은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특별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 메시지로서 MS 112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MS 112는 단지 통상적인 트래픽(예: 음성) 채널들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 10

0과 통신한다. 이와 다른 대안으로, 상기 특별 서비스 준비 파일은 BS 101로부터 송신된 단문(SMS: Short Mess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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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ervice) 메시지로서 MS 112로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BS 101(및/혹은 MSC 140)은 MS 112의 대리인(agent)으

로서 동작하고, 준비 서버 160과의 인터넷 세션을 독립적으로 확립하고 제어한다.

MS 112와, BS 101을 통한 무선 네트워크 100의 나머지 구성요소들간의 통신 이 발생하기 전에, 무선 네트워크 100

은 우선 MS 112가 예를 들어 적절하게 분배된 비밀 데이터(SSD: Shared Secret Data) 코드 및 요구되어지는 준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의해 MS 112가 서비스 준비되었는지를 반드시 규명(즉, 인증)하여야 한다.

MS 112를 인증하고 MS 112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상기 준비 시스템은 기지국들내에 배

치될 수도 있고, 혹은 MSC 140내에 배치될 수도 있다. 통상적인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초기의 준비 과정 동안에 가

입자는 전형적으로 A-키를 이동국으로 입력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이 A-키들 입력하거나 혹은 얻기 위해 채용되

어질 수도 있다. 상기 A-키가 얻어진 이후에, 상기 이동국은 상기 A-키로부터 혹은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 분배 비밀 

번호(SSD)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인증 과정의 부분으로서 그

들의 SSD 코드를 전송한다. 한번 이동국이 준비되어지면, 상기 네트워크의 각 기지국은 준비된 이동국에 대한 상기 S

SD 코드에 해당하는 SSD 코드를 가질 것이다.

북미의 이동 통신 시스템들은 인증 목적들을 위해 셀룰라 인증 규명 및 암호화(CAVE: Cellular Authentication Veri

fication and Encryption) 알고리즘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본 발명의 장점을 가지는 실시예에서, 무선 네트워크 100

은 인증 목적들을 위해 CAV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MSC 140은 셀 사이트 121에 대한 제어 채널을 통해 오버헤드 

제어 메시지의 허가(AUTH: authorization) 비트를 전송함에 의해 인증 과정을 시작한다. MS 112가 상기 AUTH 비

트를 감지(recognize)하였을 때, MS 112는 그의 제어 채널상에서 식별 데이터를 BS 101로 자동적으로 송신할 수 도

있다. 이 MS 112 식별 데이터는 SSD 정보, 가입자 식별 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 데이터, 과금 정보, 

다이얼된 가입자 번호 및 다른 능력부여(enabling)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무선 네트워크 100은 MS 112로부터 들어오는 초기의 제어 채널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신된 SSD 정보를 HLR 155

로부터 가져온 SSD 정보와 비교한다. 만약 무선 네트워크 100이 MS 112로부터의 수신 SSD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때 무선 네트워크 100은 HLR 155에 저장된 NAM 데이터 및 과금 정보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검사

하여 MS 112가 준비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무선 네트워크 100이 MS 112가 적절하게 준비된 것으로 규명하였

다면, 음성/데이터 호는 정상적인 호 처리를 위해 MSC 140으로 전송된다. 만약 무선 네트워크 100이 MS 112가 이

전에 준비되지 않았음(즉, 과금 정보도 없고, NAM 데이터도 없는 등)을 결정한다면, 무선 네트워크 100은 상기 준비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MSC 140 및 PSTN 170을 통해 상기 호를 오퍼레이터 국 175로 자동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 네트워크 100은 BS 101을 억세스하는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MS 112가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인증될 수 없다면, 무선 네트워크 100은 상

기 호를 단순히 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상기 준비 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호를 오퍼레이터 국 175로 자동

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약 MS 112가 서비스 준비를 위해 예약된 특별 전화번호(예: *228x

x)를 다이얼하였다면, 무선 네트워크 100은 또한 상기 준비 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MSC 140 및 PSTN 170을

통해 상기 호를 오퍼레이터 국 175로 자동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무선 네트워크 100이 MS 112를 오퍼레이터 국 175에 접속한 이후에, 오퍼레이터 국 175에서의 사람의 오퍼레이터 

혹은 자동 음성 메뉴는 신용카드 번호, 어드레스, 서비스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이 요구되는 가입자 데이터를 구

두로 혹은 손으로 직접 입력함에 의해 상기 준비 과정을 시작하도록 MS 112의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도 있다. 오퍼레

이터 국 175는 수집된 가입자 데이터를 MSC 140을 통해 HLR 155로 전송할 수도 있고, 인터넷 165를 통해 준비 서

버 160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오퍼레이터 국 175는 전체적으로 생략되어질 수도 있고, 만약 MS 112가 인증될 수 없거

나 혹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무선 네트워크 100이 결정하였다면, MS 112는 "데이터" 호에 의해 직접 준비 서버 160에

접속될 수도 있다. 데이터 호에 의해, BS 101은 준비 서버 160으로 통상적인 인터넷 접속을 확립하고, 인터넷 165를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IP)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 및 수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준비 서버 160은 뒤에 

일어날 준비되지 않은 이동국(즉, MS 112)으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특별 서비스 준비 파일을 BS 101로 자동적으로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준비 서버 160을 도시한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준비 서버 160은 준비 제어기 305와 메모리 310을 포함한다. 메모리 310은 응용 프로그램들

과, 준비 서버 응용 프로그램 315, 실효 코드 데이터베이스 320, 이동국(MS) 준비 데이터베이스 325 및 MS 112 서

비스 준비 파일 330을 포함하는 준비 서버의 동작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MS 112 서비스 준비 파일 330은 해

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파일 331, 준비 데이터 파일 332 및 실효 코드 필드 333을 포함한다.

준비 제어기 305는 준비 서버 응용 프로그램 315의 제어하에 동작하여 무선 네트워크 100을 위한 준비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준비 제어기 305는 MS 112에 대한 준비 요청에 응답하여 MS 112 서비스 준비 파일 330을 생성한다. 준

비 제어기 305는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의 사본을 MS 112를 포함하여 준비된 각 이동국에 제공한다. 상

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은 MS 112와 같이 바이트코드 해석기를 구성하는 임의의 단말기에 의해 사용되

는 임의의 유형의 프로세서상에서 구동될 수도 있는 구조 중립의(architecture-neutral)(즉, 프로세서 독립적인) 프로

그램이다. 상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은 자바(Jave), 펄(perl), 티씨엘(Tcl), 피톤(Python) 및 리스프(Lisp

)를 포함하는 해석된 바이트코드 언어들중의 한 언어로 개발될 수도 있다. 준비 제어기 305는 MS 112에 대한 상기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의 사본을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파일 331에 저장한다.

준비 제어기 305는 MS 준비 데이터베이스 파일 325로부터의 MS 112에 대한 준비 데이터를 준비 데이터 파일 332

로 복사한다. 게다가, 준비 제어기 305는 실효 코드 데이터베이스 320으로부터의 보안 코드를 실효 코드 필드 333으



등록특허  10-0414926

- 7 -

로 복사함에 의해 MS 112 준비 과정에 대한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준비 제어기 305는 완료된 MS 112 서비스 준

비 파일 330을 인터넷 165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100으로 전송 한다.

상기 준비 과정 도중에, 준비 제어기 305는 MS 112로부터 역으로 송신된 후속하는 준비 메시지들내의 상기 보안 코

드를 실효 코드 필드 333에 저장된 최초의 보안 코드와 비교할 수도 있다. 만약 MS 112로부터의 상기 수신된 보안 

코드가 실효 코드 필드 333내에 저장된 상기 최초의 보안 코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준비 제어기 305는 MS 112에 

대한 상기 준비 과정을 중단시킨다(abort). 다른 실시예에서, 만약 상기 수신된 보안 코드 및 상기 최초 보안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준비 제어기 305는 또한 에러 메시지를 BS 101 혹은 MSC 140으로 송신할 수도 있다.

준비 제어기 305는 몇몇 가능한 알고리즘들중의 어느 한 알고리즘에 의해 실효 코드 데이터베이스 320에 대한 보안 

코드들을 생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준비 제어기 305는 MS 112와 같이 특별한 이동국에 대한 준비 요청이 수신

되었을 때 랜덤(random) 보안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의 실시예에서, 준비 제어기 305는 인터넷 165 혹

은 무선 네트워크 100에 위치해 있는 외부 소스(external source)로부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안 코드들을 얻을 수

도 있다. 소스에 관계없이, 준비 제어기 305는 이후의 사용을 위해 결과적인 보안 코드들을 실효 코드 데이터베이스 

320에 저장한다. 정상 동작 도중에, 준비 제어기 305는 확장된 주기의 시간 동안에 활성화되었었거나, 상기 준비 과

정 도중에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다른 원리들에 의한 실효 코드들로서 식별

되어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안 코드들을 검출하기 위해 실효 코드를 검사할 수도 있다. 후속하여, 준비 제어기 305

는 실효 코드 데이터베이스 320으로부터 상기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식별된 실효 코드들을 삭제한다. 이러한 실행 이

후에, 준비 제어기 305는 삭제된 실효 코드들을 포함하고, 서비스 준비 과정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

는 역방향 채널 준비 메시지들을 무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이동국을 도시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이동국 112는 안테나 405, 고주파수(RF: Radion Frequency) 송수신기(transceiver) 410, 송

신기(TX: Transmitter) 처리 회로 415, 마이크로폰(microphone) 420, 수신기(RX: Receiver) 처리 회로 425 및 스

피커(speaker) 430을 포함한다. 이동국 112는 주 제어기(main controller) 440, 입력/출력(I/O: Input/Output) 인터

페이스 445, 키패드(keypad) 450, 표시부(display) 455 및 메모리(memory) 460을 더 포함한다.

안테나 405는 무선 네트워크 100과 RF 송수신기 410간의 무선 통신 신호들을 전송한다. RF 송수신기 410은 무선 

네트워크 100에 의해 송신되어 인입되는 RF 신호들을 수신 및 복조하고, 상기 복조된 음성 및/혹은 데이터 트래픽을 

RX 처리 회로 425로 전송한다. RF 송수신기 410은 또한 TX 처리 회로 415로부터 수신된 송출을 위한 음성 및/혹은 

데이터 트래픽을 변조 및 송신한다.

TX 처리 회로 415는 마이크로폰 420으로부터의 음성 신호들을 수신하고, RF 송수신기 410에 의한 전송에 앞서서 

상기 음성 신호들을 처리한다. TX 처리 회로 415는 또한 RF 송수신기 410에 의한 이후의 전송을 위해 키패드 450으

로부터의 주 제어기 440을 경유한 키스트로크 입력들(keystroke entries)과 같은 데이터를 수신 및 처리할 수도 있

다. RX 처리 회로 425는 RF 송수신기 410으로부터의 음성 트래픽 을 수신하고, 상기 음성 트래픽을 스피커 430을 

구동하는 아날로그 신호들로 변환한다. RX 처리 회로 425는 또한 인입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주 제어기 440으로 전송

할 수도 있다.

주 제어기 440은 TX 처리 회로 415, RX 처리 회로 425 및 이동국 112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기초적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basic operating system program) 465를 실행한다. 주 제어기 440은 또한 키

패드 450으로부터의 인입 데이터와, 표시부 455에 표시하기 위한 송출 데이터 및 I/O 인터페이스 445로부터 로딩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I/O 인터페이스 445는 컴퓨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 소스를 주 제어기 440에 접속하는 전형적으로

컨넥터와 인터페이스 회로들을 포함한다. I/O 인터페이스 445는 주 제어기 440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메모리 460

에 그 데이터를 저장 가능하도록 한다.

키패드 450은 사용자가 기능들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숫자들을 다이얼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 및 문자/숫자 

키들(alphanumeric keys)을 포함한다. 키패드상의 상기 제어 키들은 표시부 455상에 표시될 수도 있는 다양한 메뉴 

스크린들을 통해 차례로 배열되도록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표시부 455는 제한된 집합의 문자들을 표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배열의 동적 및/혹은 정적 그래픽들을 표시할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표시부 455는 단말기의 전원이 켜질 때 

활성화되고, 전원이 켜지는 시간 동안에 통상은 서비스 제공자의 로고를 표시할 수도 있다.

메모리 460은 바이트코드 해석기(byte-code interpreter) 466을 포함하는 이동국 112의 동작과 관련하는 기초적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 465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바이트코드 해석기 466은 자바

와 같은 바이트코드 언어에 의해 생성된 바이트코드들을 주 제어기 440에 의해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될 수도 있는 이

진 동작 코드들로 변환한다. 메모리 460은 또한 다운로드 서비스 준비 파일(downloaded service provisioning file) 

470 및 이동국 형상 데이터 파일(mobile station configuration data file) 475를 저장한다. 다운로드된 서비스 준비 

파일 470은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interpreted byte-code application program) 481, 준비 데이터 파일

(provisioning data file) 482 및 실효 코드 필드(stale code field) 483을 포함한다.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

램 481은 준비 서버 응용 프로그램 315와 통신하고, 준비 데이터 파일 482의 내용들을 이용하여 이동국 형상 데이터

파일 475를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이다. 주 제어기 440은 바이트코드 해석기 466을 사용하여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481을 바이트코드로부터 MS 112의 프로세서 고유의 기계어로 변환한다. 준비 데이터 파

일 482는 준비 데이터 파일 332에 저장된 MS 112에 대한 동일한 특정 서비스 준비 데이터(예: NAM 데이터, PRL 데

이터, AUTH 데이터 및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준비 이전에, 이동국 형상 데이터 파일 475는 MS 112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초기의 형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

나, 이러한 형상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 100에서 MS 112가 충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상기 준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 도중에, 주 제어기 440은 기초적 오퍼레이팅 시스템 465의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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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비 서버 160으로부터의 역방향 채널 데이터를 다운 로드 서비스 준비 파일 470에 저장한다. 주 제어기 440은 M

S 112 준비 파일 330의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 준비 파일 470에 전송될 때까지 준비 서버 160으로 

데이터 및 명령 메시지들을 송신하고, 준비 서버 160으로부터 데이터 및 명령 메시지들을 수신한다.

그러면 주 제어기 440은 바이트코드 해석기 466을 사용하여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481을 실행한다. 주 

제어기 440은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481에 의해 제공된 사용자에게 친숙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

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실행할 수도 있다. 상기 GUI 프로그램은 상기 준비 과정을 통해 상기 가입자에게 MS

112에 대해 안내하고, 이것에 의해 사람의 오퍼레이터로부터의 원조의 필요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완전하게 제거한다

. 주 제어기 440은 정상적으로 포맷화된 준비 데이터를 무선 네트워크 100을 통한 호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동국 형상 데이터 파일 475에 저장한다.

주 제어기 440은 또한 실효 코드 필드 483에 저장된 실효 코드를 확립된 보안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주 제어기 440은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 도중에 상기 실효 코드를 역으로 준비 서버 160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실효 코드는 공중 키(public key) - 개인 키(private key) 암호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중 키일 수도 있다. 주 제어기 440은 상기 실효 코드를 사용하여 준비 서버 160으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및 메시지들을 암호화할 수도 있다. 만약 상기 실효 코드가 오래되었다면, 준비 서버 160은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을 

중지할 수(abort)도 있다. 한번 MS 112가 올바르게 준비되었다 면, 주 제어기 440은 다운로드된 서비스 준비 파일 4

70의 내용을 폐기할 수도 있고, MS 112를 위한 호 처리 서비스들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에서 전형적인 준비 서버와 전형적인 이동국의 동작을 도

시하는 플로우챠트를 나타낸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정상적인 동작 조건하에서, 무선 네트워크 100은 MS 112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 MS 112가 승인될 수 없는 것이거나, 2) 준비 정보가 HLR 155로부터 유

용하지 않거나, 혹은 3) MS 112가 오퍼레이터 국 175를 다이얼하기 때문이다(처리 단계 505). 결과적으로, 준비 서

버 160은 MS 112가 준비되지 않았고, BS 101이 준비 서버 160에 접속한다는 통지를 수신한다(처리 단계 510).

이에 응답하여, 준비 서버 160은 MS 112 서비스 준비 파일 330을 만든다. 이때 준비 서버 160은 MS 112 서비스 준

비 파일 330의 내용을 단문(SMS: Short Messaging Service) 메시지를 통해 MS 112로 송신하거나, 혹은 BS 101에

의해 송신된 트래픽 채널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에 의해 MS 112로 송신한다(처리 단계 515).

다음에, MS 112는 MS 112 서비스 준비 파일 33의 내용을 수신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된 서비스 준비 파일 470에 저

장한다. 바이트코드 해석기 466의 제어하에, 주 제어기 440은 데이터 변환과 준비 및 구조 과정(provisioning and co

nfiguration process)을 위한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481을 실행한다(처리 단계 520). 준비 과정이 완료되

었을 때, 주 제어기 440은 해석된 바이트코드 응용 프로그램 481을 삭제하고, MS 112를 무선 네트워크 100의 준비

된 단말기로서 재시동한다(처리 단계 525).

비록 본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지만,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

이, 보다 넓은 형태의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화, 치환 및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셀룰라 전화 단말기들 및 다른 이동 단말기들을 무선(OTA)으로 보다

안전하게 준비시키거나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단말기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준비 서버를 억세스

하도록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준비를 자동화하여, 가입자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제거함으로써 노

동 비용을 줄이고, 준비 과정시 발생하는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준비가 보다 용이하고 보편적이도록 한다는 이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고 각 기지국은 다수의 이동국들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이동국들중의 하나의 제1 이동국을 준비시킬 수 있는 서비스 준비 시스템에 있어서,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통지를 수신하고, 그에 응답하여 상

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가져오고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상기 준비되지 않은 제1 이동국

으로 송신하는 준비제어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이동국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수신하여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에 포함된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

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제 1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제1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만드는데 사용되는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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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준비 제어기에 의해 생성된 실효 코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실효 코드

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서

비스 준비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동국은 상기 실효 코드를 상기 준비 제어기로 역으로 송신하고, 여기서 만약 상기 시간 

구간이 미리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준비 제어기는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어짐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통지를 생성 및 상기 준

비 제어기로 송신하는 보안 장치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서비스 준비 시스템.

청구항 6.
무선(OTA) 서비스 준비 과정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 및 복조할 수 있고, 또한 역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변조하여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 송신할 수 있는 RF 송수신기와,

상기 RF 송수신기로부터 상기 복조된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

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추출하는 주 제어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국.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준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국.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무선 네트워크의 준비 제어기에 의해 생성되는 실효 코드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실효 코드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이동국.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주 제어기는 상기 실효 코드를 상기 준비 제어기로 역으로 송신하고, 여기서 만약 상기 시간 구

간이 미리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준비 제어기는 상기 이동국이 준비되어짐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이동국.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은 상기 OTA 서비스 준비 과정 동안에 상기 이동국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프로그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국.

청구항 11.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고 각 기지국은 다수의 이동국들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이동국들중의 하나의 제1 이동국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의 수신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에 있는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제1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만드는데 사용되는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실효코드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실효코드를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실효코드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 역으로 송신된 상기 실효코드의 사본을 상기 제1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제1 이동국으로 송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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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구간이 미리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만약 상기 시간 구간이 상기 설정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제1 이동국이 준비됨을 차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이동국에 사용하기 위해,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이동국의 무선(OTA) 서비

스 준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순방향 채널 메시지들을 수신 및 복조하는 과정과,

해석된 바이트코드 포맷의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준비 파일을 상기 복조된 순방향 채널 메

시지들로부터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을 해석 및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이동국 서비스 준비 프로그램은 상기 OTA 서비스 준비 과정 도중에 상기 이동국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만드는데 사용되는 준비

데이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은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실효코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실효코

드는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이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실효코드를 상기 무선 네트워크로 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준비 과정의 마지막에 상기 이동국의 메모리로부터 상기 서비스 준비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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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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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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