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12 (2006.01)

     H04L 12/16 (2006.01)

     H04L 12/28 (2006.01)

     H04Q 7/2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15일

10-0646478

2006년11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4-0046241 (65) 공개번호 10-2005-0121089

(22) 출원일자 2004년06월21일 (43) 공개일자 2005년12월26일

(73) 특허권자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72) 발명자 신용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아파트 507-207

(74) 대리인 이종일

심사관 : 양찬호

(54) 댁내 기기와 사용자 단말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

요약

본 발명은 댁내 기기와 사용자 단말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사용자 단말에서 디바이스

(Device)로 혹은 댁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단말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정보를 송수신하

는 서비스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단말과; 인터넷 망; 홈 네트워크서비스(HNSN) 시스템; SMS서버; 및 다수의 디바이스(DEVICE)

를 구비하는 댁내 게이트웨이(RG)가 포함된 홈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에서 단말과 디바이스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방

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의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인터넷 망을 통하여 HNSN에 접속하는 단계와; 메시

지 전송을 위한 임의의 댁내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 단문메시지(SMS)를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작성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입자의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RG의 디바이스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댁내의 디바이스

중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바이스가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

바이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댁내의 RG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를 전달 받은 RG에서 해당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사용자단말에서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을 제시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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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서비스(HNSN), 메시지 송수신, 단문메시지(SMS),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댁내 기기와 사용자 단말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댁내 게이트웨이(RG)와 연동된 홈 네트워크 서비스(HNSN)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서 댁내의 디바이스로 메시지 전송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댁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단말로 메시지 전송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댁내 기기와 사용자 단말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 단말에서 디바

이스(Device)로 혹은 댁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단말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정보를 송수

신하는 서비스방법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통신 링크 및 상기 통신 링크에 접속된 통신 능력을 지닌 다양한 장치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한다. 상기 장치들

은 컴퓨터, 주변 장치, 라우터, 저장 장치 및 프로세서와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닌 전기제품을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의

실시 예는 다양한 장치들이 상호 접속된 가정용 홈 네트워크이다.

통상의 가정은 개인용 컴퓨터 및 가정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가정용 장치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

다. '장치' 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논리 장치들 혹은 기능성 및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다른 장치들을 포

함하며, 모든 가정용 장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의 컴퓨터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의 가정용 장치들은 보안 시스템, 극장용 설비, TV, VCR, 스테레오 설비, 및 디지털 위성 서비스(DSS : Digital

satellite services)로 알려진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DBSS: 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s), 스프링쿨러 시스템, 조

명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식기 세척기, 오븐/스토브, 세탁기/건조기 및 자동차내에서의 프로세싱 시스템과 같은 전자 장

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정용 장치들은 주택소유자의 삶의 유형 및 생활 수준을 높이는 임무(Task)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식기 세척기는 더러운 식기들을 세척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주택소유자가 손수 식기를 세척해야만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VCR은 T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주택소유자가 나중에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 보안 시스템은 주택소유자

의 귀중품들을 보호하고 원치 않는 침입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정용 홈 네트워크 기기와 외부의 휴대폰간에 메시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다면

댁내에 설치된 각종 디바이스와 외부의 휴대폰 간에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는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SMS 또는 MMS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으나, 상기와 같

은 부가적인 기능을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시킴으로써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예

상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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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에서 디바이스(Device)로 혹은 댁내의 디바이

스에서 사용자 단말(Phone to device)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의 메시지 정보를 송수신하

는 서비스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본 발명은

사용자단말과; 인터넷 망; 홈 네트워크서비스(HNSN) 시스템; SMS서버; 및 다수의 디바이스(DEVICE)를 구비하는 댁내

게이트웨이(RG)가 포함된 홈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에서 단말과 디바이스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의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인터넷 망을 통하여 HNSN에 접속하는 단계와;

메시지 전송을 위한 임의의 댁내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 단문메시지(SMS)를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작성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입자의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RG의 디바이스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댁내의 디바이스 중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바이스가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바이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댁내의 RG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를 전달 받은 RG에서 해당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사용자단말

에서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한 구성 및 그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댁내 기기와 사용자 단말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댁내 게이트웨이(RG)와 연동된 홈 네트워크 서비스(HNSN)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이다.

도 1을 살펴보면, 사용자 단말(10)과; 기지국(20); 인터넷망(30); 홈 네트워크서비스(Home Network Serving Node:

HNSN) 시스템(40); SMS(Short Massaging Service) 서버(50); 및 다수의 디바이스(DEVICE)(70)를 구비하는 댁내 게이

트웨이(Residential Gateway: RG)(6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사용자 단말(10)은 PCS 폰, 셀룰러 폰, CDMA 2000, IMT-2000, W-CDMA 등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나타

낸다.

상기 기지국(BTS)(20)은 사용자 단말(10)과의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전송경로에 위치해 있는 연결된 기지국제어기

(BSC)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인터넷(30)망은 사용자 단말(10)과 HNSN(40) 사이의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을 제공한다.

상기 HNDN(40)는 SMS 서버(50) 및 댁내 게이트웨이(RG)(60)와 연동되어 사용자 단말(10)의 요구를 처리하는 어플리케

이션 서버를 구비하며,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역할을 한다.

상기 SMS 서버(50)는 HNSN(40)과 연동되며, 사용자 단말(10)과 디바이스(70)간의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

시지(MMS)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댁내 게이트웨이(RG)(60)는 댁내에 사용되는 텔레비전(TV), 컴퓨터(PC),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셋톱박스

(STB), 냉장고 등 다수의 디바이스(Device)(70)가 구비되어 있다.

이어서, 도 2를 참조하여 댁내 게이트웨이(RG)와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서비스(HNSN) 시스템의 상세 구성 및 작용에 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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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NSN 시스템은 웹(WEB)/왑(WAP), 가상머신(VM) 등을 구비하는 인터넷(30) 및 SMS서버(50)와 연동된 어플리케

이션 서버(41)와;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HnsnUPnP(42); 사용자/디바이스 정보DB(User/Device

Information DB)(43); 및 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HnsnRgIF(44)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HnsnUPnP

(42)와 HnsnRgIF(44)는 RG(60)와 연동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서버(41)는 각 단말의 요구를 받아 처리하며, HnsnUPnP(42)로부터의 응답을 단말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각 단말은 HNSN(40)의 WEB 서버로 접속하며, 각 단말의 요청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41)에서 XML을 이용

해 분석하여 HnsnUPnP(42)로 전달한다. 또한, HnsnUPnP(42)로부터의 응답을 XML을 이용하여 각 단말에 맞게 변환한

후 각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41)로 전달한다.

상기 HnsnRgIF(44)는 RG 등록, 인증 및 접속관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이며, RG(50)와 TCP/IP상에서 SOAP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또한, 데몬(Daemon)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이며, RG(60)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

여기서, SOAP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로 XML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써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주

는 프로토콜로 XML과 HTTP를 사용해서 어느 플랫폼이든지 해당 서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상기 HnsnUPnP(42)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41)로부터의 장비 제어 및 이벤트 제어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프로세스

이다. 데몬(Daemon)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이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41)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RG(60)로부터 요

청을 받아 처리한다.

또한, RG(60)로부터 디바이스 및 서비스 디스크립션(description) 파일을 가져와 저장하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

(41)에서는 장비 제어 시 이를 사용한다.

이 때, 상기 각 프로세스는 요청 및 응답 메시지의 XML 데이터 파싱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자 및 디바이스 관련 데이터베

이스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서 댁내의 디바이스로 메시지 전송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사용자 단말(10)의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인터넷 망(30)을 통하여 HNSN(40)에 접속한 후, 사용

자 단말(10)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한다(S11).

그리고 나서, 메시지 전송을 위한 댁내 디바이스(70)(예컨대, TV)를 선택한 후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MMS)를 작성한다(S12).

상기 사용자 단말(10)로부터 작성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HNSN(40)은 SMS서버(50)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

하며, 가입자의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RG(60)의 디바이스(70)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S13).

그 후, 댁내의 디바이스(70) 중 사용자가 선택한 디바이스를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S14).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가 선택한 디바이스(70)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저장한 후, 해당 디바이스(70)의 이용

이 가능할 때 메시지를 전송한다.

만약, 사용자가 선택한 디바이스(70)의 이용이 가능하면 상기 HNSN(40)은 댁내의 RG(60)로 메시지를 전달한다(S15).

그 후, 상기 메시지를 전달 받은 RG(60)는 디스플레이(Display) 해야 하는 디바이스(70)가 TV이면 STB으로 메시지를 전

달한다. 이 때, 상기 STB에는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메시

지의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상기 디바이스(70)가 PC, PDA인 경우는 PC 또는 PDA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메시지를 받은 PC와 PDA는 이를 디

스플레이 한다. 이 또한, PC와 PDA에는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메시지의 표시가 가능하다(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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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댁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단말로 메시지 전송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댁내 디바이스(70)에 구비된 PC, PDA 또는 TV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

어메시지(MMS)를 작성한다(S21).

이 때, 상기 메시지를 작성할 때 수신 사용자단말(10)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이를 위해 각 디바이스(70)에는 메시지 작성

이 가능한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가족의 사용자단말(10) 번호가 동시에 기입되도

록 설정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상기 작성된 메시지를 전송하면 RG(60)는 받은 메시지를 HNSN(40)으로 전송한다(S22).

이 때, 상기 HNSN(40)에서는 SMS 서버(50)로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를 받을 사용자 단말(10)의 식별번호(MIN)를 전달

한다(S23).

상기 SMS 서버(50)에서 수신 사용자 단말(10)의 식별번호(MIN)를 바탕으로 인터넷 망(30)을 통하여 해당 사용자 단말

(10)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가 전송된다(S2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 단말(휴대폰)에서 디바이스(Device)로 혹은 댁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단말

(Phone to device)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의 메시지 정보를 용이하게 송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부가적인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시킴으로써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성화

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단말과; 인터넷 망; 홈 네트워크서비스(HNSN) 시스템; SMS서버; 및 다수의 디바이스(DEVICE)를 구비하는 댁내

게이트웨이(RG)가 포함된 홈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에서 단말과 디바이스간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의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이 동작되어 인터넷 망을 통하여 사용자 단말이 HNSN에 접속하는 단계와;

사용자 단말에 임의의 댁내 디바이스를 위해 단문메시지가 입력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작성된 메시지를 전송시 RG가 가입자의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RG가 댁내의 디바이스 중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바이스가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 단말이 선택한 디바이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HNSN이 댁내의 RG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를 전달 받은 RG에서 해당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사용자단말에서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송하며,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단말로 메시지 전송은

댁내의 각 디바이스에 구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각 디바이스에서 단문메시지가 작성되는 단계와;

상기 작성된 메시지가 각 디바이스에서 HNSN으로 전송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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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NSN에서 SMS 서버로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를 받을 사용자 단말의 식별번호(MIN)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SMS 서버에서 해당 사용자 단말의 식별번호(MIN)로 단문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에는 텔레비전(TV), 컴퓨터(PC),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셋톱박스(STB), 냉장고

등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정보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

비스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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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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