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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단말기 내부에 복수개의 SIM/UIM을 삽입할 수 있는 복수개의 소켓을 구비하여,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장착된 물리적 스위치로 사용자가 원하는 SIM/UIM과 이동통신 단말기와 접속시켜 통화

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액정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복수개의 SIM/UIM에 대한 식별리스트

를 보고 사용하고자하는 SIM/UIM을 이동통신 단말기의 키입력을 통하여 선택하면 제어된 논리스위치에 의해 단말기

와 선택된 SIM/UIM을 접속시켜 통화하거나 또는 SIM/UIM에서 지원되는 선불지불이나 전자자금이체의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개의 SIM/UIM을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삽입하여 삽입된 SIM/UIM을 사용자가 지역별 또는

사용조건에 따라 간편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SIM/UIM을 별도로 휴대함에 따른

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EMV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SIM이 삽입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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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단말기의 제1실시예로서 논리 스위치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SIM/UIM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주요부분을 보이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단말기의 제2실시예로서 물리적인 스위치로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의 주요부분을 보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로서 복수개의 SIM/UIM을 보관하기 위한 격납함을 구비한 단말기의 내부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개의 SIM(가입자 식별 모듈: subscriber identity module)/UIM(사용자 식별 모듈: user identity mod

ule)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복수개의 SIM/UIM을 이동통신 단말기내

에 삽입시키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SIM/UIM을 선택적으로 접속시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는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인 경우에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의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에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한 전자시리얼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를 저장하거나, 이러한 전자시리얼번호를 스마트카드에 저장

하여 이동통신단말기와 분리하여 발행,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전자시리얼번호뿐만 아니라 암호 및 복호화를 포함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SIM/UIM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카드인 SIM은 유럽이동통신에서 적용하고 있는 GSM(global service for mobile communication)방

식의 GSM 11.11에서 그 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퀄컴사의 CDMA방식의 경우에는 CDG(CDMA development

group)를 통해 R-UIM 규격이 명시되어 있고, 중국에서 GSM방식과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추진하는 CDMA방식은 G

SM방식과 호환성을 갖는 SIM/UIM의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GSM방식은 초기에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장착된 기억소자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시리얼번호를 이동통신 단말기내

의 소켓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SIM에 저장하고, 음성통신 내용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포함한 알고리즘을 스마트카

드인 SIM을 구현함으로써, AMPS/CDMA 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저장된 전자시리얼

번호를 쉽게 복제하여 도용하는 등의 예상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분리될 수 있는 SIM은 스마트카드를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장점이 있고 스마트카드 매체 자체가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신요금의 선불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

아가서는 선불 수단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신용 및 직불카드인 EMV(europay-master-visa)와 연계하여 은행에서 선

불금액을 재충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SIM에 추가될 수 있었다.

SIM/UIM이 이동통신요금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지역별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발행하는 SIM/UIM

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서비스요금지불에는 적합하지만, SIM/UIM의 사용지역을 벗어난 장거리 시외, 국제전화를 

사용할 때는 고가의 서비스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비스 지역별 SIM/UIM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해야만

했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에 한 개의 SIM/UIM만이 삽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SIM/UIM 사용이 불가피한 예컨대 중

국 등과 같은 국가내의 이동통신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SIM/UIM을 사용자가 별도로 보관할 수밖에 없어 분실의 

우려가 있었으며, SIM/UIM을 발행한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별도 보관 중인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사에서 발행한 SIM/UIM을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해

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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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복수개의 SIM/UIM 삽입이 가능하고 이들 복수개

의 SIM/UIM중 사용자가 단말기 키보드의 명령에 의해 제어되는 양방향 스위칭게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SIM/UIM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복수개의 SIM/UIM 삽입이 가능하고 이들 복수개의 SIM/UIM중 사용자가 

물리적 스위치로 원하는 SIM/UIM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내에 복수개의 SIM/UIM의 보관이 가능한 격납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SIM/UIM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복수개의 SIM/UIM을 삽입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IM/UIM 소켓을 복수개 구비함

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소켓에 삽입된 복수개의 SIM/UIM을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물리적 스위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단말기는 액정화면에 상기 소켓에 삽입된 복수개의 SIM/UIM에 대한 식별 리스트를 액정화면에 디스플레

이하고 상기 단말기의 키입력부를 통하여 리 스트 상의 SIM/UIM이 선택되면 해당 SIM/UIM을 단말기와 접속되도록 

제어하는 마이컴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복수개의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수개의 SIM/UIM을 보관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격납

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SIM이 삽입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단말기의 구성요소로서, RAM(102), 구동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ROM(104)과, 기지국을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스피커에 가청주파수로서 출력하는 수신부와 사용자의 음성을 신호변환하여 무선으로 기지국

에 전송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는 송수신 신호처리부(100)는 통상적인 단말기의 구성요소로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단말기는 복수개의 SIM 또는 SIM/UIM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되어 접속되며, 각 SIM/UIM의 기록

된 데이터를 리드하여 ROM(104)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액정표시부(110)에

각 SIM/UIM(112,114,116)에 저장되어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식별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마이컴제어

부(106)를 구비한다.

도 2는 도 1의 단말기기로서 도시된 제1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단말기의 주요 부분도로서, 참조부호 2

00은 복수개의 SIM/UIM이 장착된 단말기의 내부도이고, SIM/UIM을 삽입하기 위한 복수개의 소켓(118)을 포함한다

. 복수개의 SIM/UIM(112,114,116)은 복수개의 소켓(118)에 대응하여 삽입된다. 각 소켓에 접속된 데이터버스는 양

방향 3스테이트 케이트(204)를 통하여 도 1의 마이컴제어부(106)에 접속되어, 마이컴제어부(106)가 해당 SIM/UIM

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방향 3스테이트 게이트(204)또는 이와 동일한 기

능을 하는 논리스위치는 마이컴제어부(106)내에 포함되어 설계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202)의 간략히 도시된 키입력부(108)로 소켓(118)에 삽입된 복수개의 SIM/UIM(112,114

,116)에 대한 식별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명령을 하면 마이컴제어부(106)는 각 SIM/UIM(112,114,116)의 식별데

이터를 순차적으로 리드하여 액정표시부(110)에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SIM/UIM 식별번호를 선택

하면 마이컴제어부(106)는 양방향 3스테이트게이트(204)를 스위칭하여 해당 SIM이 마이컴제어부(106)와 고정되어 

접속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다른 SIM/UIM을 선택하지 않는 한 종래와 같이 하나의 SIM/UIM을 삽입하여 작동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단말기에서 물리적 스위치로서 복수개의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제2실시예의 단말

기 내부의 주요 부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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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실시예에서 이동통신 단말기(300) 내부에는 SIM/UIM 소켓(302)이 복수개 구비되어 있고, 상기 소켓(302)에 대

응하여 복수개의 SIM/UIM(112, 114, 115)이 삽입되어 있으며, 각 소켓(302)의 데이터 버스와 마이컴제어부 사이에 

물리적 스위치(304)가 접속되어 있어 사용자가 직접 물리적 스위치(304)를 이용하여 해당 SIM/UIM의 데이터버스를

마이컴제어부(106)에 접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물리적 스위치(304)를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SIM/UIM을 마이컴제어부(106)에 접속시키

기만 하면 종래의 하나의 SIM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단말기와 동일한 기능으로 수행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로서, 복수개의 SIM의 격납함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개략도이다.

도 4에서, 이동통신 단말기(400) 내부에 복수개의 SIM을 보관하기 위한 격납함(404)을 구비하여 현재 사용하여 삽입

된 SIM/UIM(402) 이외에는 격납함(404)에 보관하여 사용자가 다른 곳에 보관 중에 분실할 염려가 없고 원하는 SIM

을 교체하여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격납함(404)에 보관중인 해당 SIM/UIM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개의 SIM을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삽입하여 삽입된 SIM/UIM을 사용자가 지역별 또

는 사용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SIM/UIM을 별도 휴대에 따른 분실의 염

려가 없으며, EMV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복수개의 SIM/UIM을 삽입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IM/UIM 소켓을 복수개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켓에 삽입된 복수개의 SIM/UIM을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전

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물리적 스위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액정화면에 상기 소켓에 삽입된 복수개의 SIM/UIM에 대한 식별 리스트를 액정화면

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단말기의 키입력부를 통하여 리스트 상의 SIM/UIM이 선택되면 해당 SIM/UIM을 단말기와 

접속되도록 제어하는 마이컴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

말기.

청구항 4.
복수개의 SIM/UIM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수개의 SIM/UIM을 보관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에 격납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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