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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전송하는데 적당하도록 한 영상 단말기 및 그를 

이용한 영상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단말기는 동영상을 캡쳐하는 카메라부와, 상기 

캡쳐된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

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코드 변환기와, 상기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

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로 구성되므

로써 영상 단말기와 기존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어 영상 단말기의 범용성이 증가하며 또한 사용자

에게 보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영상 단말기, 이동 단말기, 정지 영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보인 영상 단말기의 영상 전송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종래 이동 단말기의 음성 메시지 서비스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종래 이동 단말기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종래 단문 메시지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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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단문 메시지의 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01 : 카메라부 602 : 부호화기

603 : 코드 변환기 604 : 단문 메시지 생성부

605 : 보코더 606, 611 : 무선부

612 : 단문 메시지 조립부 613 : JPEG 부호화기

614 : 재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전송하는데 적

당하도록 한 영상 단말기 및 그를 이용한 영상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영상 단말기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카메라부(101)와, 카메라부(101)에서 출력되는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부호화기(102)와, 부호화기(102)에서 출력된 동영상 데이터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103)로 구

성된다.

여기서 부호화기(102)는 H.263 또는 엠팩-4 표준에 따라 동영상을 부호화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영상 단말기는 다음 도 2 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동영상을 송/수신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송신측 단말기가 수신측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 호를 요구한다(S200). 이때 수신측 단말기가 

전화를 받으면 호가 설정된다(S201). 이 후 송신측 단말기와 수신측 단말기간에 영상을 송/수신한다(S202).

한편, 이동 단말기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를 이용한 음성 메시지 서비스는 다음 도 

3에 나타낸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송신측 이동 단말기가 수신측 이동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 호를 요구한다(S300). 이때 수신측 이동 

단말기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송신측 이동 단말기는 음성 사서함에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S301).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수신측 이동 단말기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를 통해 음성 메시지

가 도착했음을 통지한다(S302).

수신측 이동 단말기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SC)에 접속하여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다(S303).

그리고, 이동 단말기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다음 도 4에 나타낸 절차에 따라 실시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송신측 이동 단말기는 키패드를 조작하여 문자열을 입력하고, 입력한 문자열을 문자 메시지로서 수

신측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S400).

수신측 이동 단말기는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저장한다. 이때 시스템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SC)에서는 수신측

이동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한다(S401).

그러면 수신측 이동 단말기는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S402).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이동 단말기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 메시지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

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5는 종래 단문 메시지의 구조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문 메시지는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텔레 서비스 계층(Teleservice layer)으로 이루어진다

.

이 전송 계층은 메시지 형태 필드(Message type field)(500)와, 텔레 서비스 식별자 필드(Teleservice identifier fie

ld)(501)와, 발신 주소 필드(Origination address field)(502)와, 목적지 주소 필드(Destination address field)(503)

와, 전달 데이터 필드(Bearer data field)(504)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전달 데이터 필드(504)는 메시지 식별자 필드(Message identifier field)(505)와, 사용자 데이터 필드(U

ser data field)(506)와, 응답 옵션 필드(Reply option field)(507)와, 콜백 번호 필드(Callback number field)(508)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데이터 필드(506)는 메시지 인코딩 필드(Message Encoding field)(509)와, 단문 메시지 데이터

가 삽입되는 CHARi 필드(510)로 구성되며, 이 메시지 인코딩 필드(509)와 CHARi 필드(510)로서 단문 메시지(SMS 

message)가 구성된다.

한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상기 단문 메시지를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Data burst m

essage)로 전송하며, 이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가 엑세스 채널(Access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100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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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이하의 길이를 갖고,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256 바이트 이하의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영상 단말기와 이동 단말기는 서로 영상을 송/수신하지 못하므로 영상 단말기의 사용이 제한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영상 단말기는 동영상 코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영상 단말기로만 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이동 단말기들과는 영상을 송/수신할 수 없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술한 이동 단말기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또는 음성 메시지의 확인 용도로서만 사

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상 단말기와 일반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송/수신하는 영상 단말기 및 그를 이용한 영상 전송 방법을 제

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 특징에 따르면, 영상 단말기는 동영상을 캡쳐하는 카메라부와, 상

기 캡쳐된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코드 변환기와, 상기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로 구성된

다.

이상과 같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전송 방법은 동영상을 

캡쳐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캡쳐된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생성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을 전송

하는 제 5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상 단말기와 일반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송/수신하는 영상 단말기

및 그를 이용한 영상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단말기는 영상을 JPEG 데이터로 출력하는 코드 변환기(transcoder)를 구비하여 JPEG 표

준에 따른 정지 영상을 전송하며, 이동 단말기는 JPEG 복호화기를 구비하여 JPEG 표준에 따른 정지 영상을 재생한

다.

이 때 본 발명에서는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지 영상을 전송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단말기 및 영상 전송 방법을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600)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카메라부(601)와, 카메라부(

601)에서 출력되는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I Picture Coding)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602)

와, 부호화기(602)에서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코드 변환기(Transcoder)(603)와, 코드

변환기(603)에서 출력되는 JPEG 데이터를 분할하 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단

문 메시지 생성부(604)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량을 감지하는 보코더(605)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606)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동 단말기(610)는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부(611)와, 수신된 단문 메시지 중에서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영상에 대한 JPEG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문 메시지 조립부(612)와, 추출된 JP

EG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JPEG 복호화기(613)와, JPEG 복호화기(613)에서 출력된 영상 데

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부(614)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영상 단말기(600)와 이동 단말기(610)간의 영상 전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상 단말기(600)는 카메라부(601)를 통해 동영상을 입력받는다. 카메라부(601)는 입력된 동영상을 부호화기(

602)로 전송하고, 부호화기(602)는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을 부호화하는 I 픽쳐 코딩(I Picture coding)을 실시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어 코드 변환기(603)는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여 단문 메시지 생성부(604)로 출력하고,

단문 메시지 생성부(604)는 JPEG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을 생성한다. 이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은 단문 메시지보다 크기 때문에 다수 개의 세그먼트(Segment)로 분할되고, 분할된 각 세그먼트에는 수신측의 

구별을 위해 한 영상에 대한 헤더 정보가 첨가된 후 단문 메시지의 Chari 필드에 삽입된다. 따라서 단문 메시지 생성

부(604)는 하나의 JPEG 데이터를 동일한 식별 정보 즉, 한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

의 단문 메시지로 분할하여 출력하게 된다.

단문 메시지 생성부(604)에서 출력된 다수 개의 단문 메시지는 무선부(606)를 거쳐 송신된다.

여기서 무선부(606)에서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604)에서 출력된 단문 메시지를 기존의 단문 메시지와 동일한 프로토

콜에 따라 전송하지만, 단문 메시지의 MSG_ENCODING Type을 특정값(예를 들면 Octet, Unspecified(0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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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수신측 이동 단말기(610)는 MSG_ENCODING Type을 보고 문자 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

다.

보코더(605)는 단문 메시지의 전송시 플래그를 체크하여 현재의 음성 통화량을 감지하여 무선부(606)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무선부(606)는 보코더(605)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단문 메시지의 전송을 조절한다.

한편, 이동 단말기(610)는 무선부(611)를 통해 영상 단말기(600)에서 전송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 수신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는 단문 메시지 조립부(612)로 전송되고, 단문 메시지 조립부(612)는 동일한 식별 정

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하나의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으로 조립한다. 그리고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으로부터

JPEG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어 추출된 JPEG 데이터는 JPEG 복호화기(613)에서 복호된 후 재생부(614) 에서 디스플레이된다.

이 때 재생부(614)가 흑백인 경우에는 JPEG 복호화기(613)에서 JPEG 데이터를 흑백 비트맵(Bitmap) 데이터로 복호

화하여 흑백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한편,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단문 메시지 조립부(612)에는 별도의 데이터 그램 저장부(미도시)를 구비하여 조

립한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들을 식별 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이 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저장된 영

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을 출력할 수도 있다.

한편, 이동 단말기(610)는 자체적으로 JPEG 영상을 저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전술한 절차와 동일하게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영상 단말기(6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이동 단말기(610)가 이미 저장된 JPEG 영상을 전송하

는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 조립부(612)가 영상 단말기(600)의 단문 메시지 생성부(604)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 2 실시예

제 2 실시예에서 제안하는 영상 단말기는 코드 변환기(Transcoder)를 구비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동 단말기가 코드 

변환기를 구비한다. 즉 영상 단말기는 I 픽쳐 코딩에 의해 생성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단문 메시지로서 전송하고,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700)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카메라부(701)와, 카메라부(

701)에서 출력되는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 호화(I Picture Coding)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702)

와, 부호화기(702)에서 출력되는 정지 영상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

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703)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량을 감지하는 보코더(70

4)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705)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동 단말기(710)는 영상 단말기(700)로부터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부(711)와, 수신된 단문

메시지 중에서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영상에 대한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문 메시지 조립부(712)와, 추출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코드 변환기(713)와,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JPEG 복호화기(714)와, JPEG 복호화기(714)에서 출력된 영상 데이터

를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부(715)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영상 단말기(700)와 이동 단말기(710)간의 영상 전송 절차는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하다.

그러나 제 2 실시예에서는 코드 변환기(713)가 이동 단말기(710)에 구비되므로 영상 단말기(700)는 부호화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분할하여 전송하고, 이동 단말기(710)는 수신된 단문 메시지로부터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JPEG 데이터로 재변환하여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제 3 실시예

제 3 실시예에서는 영상 단말기 및 이동 단말기가 JPEG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 변환기 및 JPEG 복호화기를 

구비하지 않는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를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800)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카메라부(801)와, 카메라부(

801)에서 출력되는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I Picture Coding)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802)

와, 부호화기(802)에서 출력되는 정지 영상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

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803)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량을 감지하는 보코더(80

4)와, 상기 생성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805)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동 단말기(810)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부(811)와, 수신된 단문 메시지 중에서 동일한 식

별 정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영상에 대한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문 메시지 조립부(812

)와,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정지 영상 복호화하는 복호화기(813)와, 복호화된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부(

814)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영상 단말기(800)와 이동 단말기(810)간의 영상 전송 절차는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하다.

그러나 제 3 실시예에 따른 영상 단말기(800)는 부호화기(802)에서 출력하는 정지 영상 데이터를 다수개의 단문 메

시지로 분할하여 전송하며, 이동 단말기(810)는 수신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조립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

고, 이를 복호화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제 1 실시예, 제 2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에서 설명한 영상 단말기는 동영상 데이터를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서 분할하여 전송하고 이동 단말기는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여 영상을 재생한다.

이러한 단문 메시지의 구조는 다음 도 9와 같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단문 메시지의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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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는 정지 영상 데이터를 단문 메시지로서 전송하기 위하여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을 

생성한다.

이 영상 데이터 그램은 단문 메시지의 크기에 따라 다수개의 세그먼트(916, 917, 918, 919)로 분할된다. 이 때 첫 번

째 세그먼트(916)에는 부호화기의 식별 정보가 삽입된다.

그리고 첫 번째 세그먼트(916)를 제외한 나머지 세그먼트(917, 918, 919)에는 수신측에서 각 세그먼트를 조립할때에

한 영상 메시지 데이터 그램에 대한 세그먼트임을 구별하기 위한 헤더 정보가 부가된다. 이 헤더 정보는 메시지 식별 

정보(Message_ID)(911), 세그먼트 길이 정보(MAX Segment)(912), 세그먼트 번호 정보(Segment number)(913) 

및 데이터 그램 식별 정보(Datagram_ID)(914)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세그먼트(916, 917, 918, 919))는 단문 메시지의 CHARi 필드(910)에 각각 삽입된다.

따라서 하나의 정지 영상 데이터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서 이동 단말기로 전송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단말기 및 영상 전송 방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영상 단말기와 일반 이동 단말기간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중 또는 대기중에 정지 영상을 송/수

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IMT-2000)에서 사용되는 영상 단말기와 기존 이동 단말기간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

으므로 영상 단말기의 범용성이 증가한다.

셋째, 이동 단말기에서 영상 단말기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

넷째,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구현이 용이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영상을 캡쳐하는 카메라부와,

상기 캡쳐된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코드 변환기와,

상기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

부와,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으로 전송하는 무선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단말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의 전송 제어를 위해 통화량을 감지하여 상기 무선부로 감지된 통화량 정

보를 제공하는 보코더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단말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단말기는,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부와,

상기 수신된 단문 메시지 중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조립하여 JPEG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문 메시

지 조립부와,

상기 추출된 JPEG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화기와,

상기 출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단말기.

청구항 4.
동영상을 캡쳐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캡쳐된 동영상을 정지 영상 부호화하여 정지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출력된 정지 영상 데이터를 JPEG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변환된 JPEG 데이터를 분할하여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로 생성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생성된 다수개의 단문 메시지를 무선 구간을 전송하는 제 5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에 영상 전송용임을 알리기 위한 특정 값을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전

송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수신된 단문 메시지가 영상 전송용인지를 판단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수신된 단문 메시지가 영상 전송용이면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갖는 단문 메시지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영상에 대한

JPEG 데이터를 추출하는 제 8 단계와,

상기 추출된 JPEG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9 단계와,

상기 출력된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제 10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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