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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IP주소의 웹서버로 접속하며, 상기 접속된 웹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요구된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시부에 동영상 재생시킴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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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이동통신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상기 도 1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 스텍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블록 구성도,

도 4a, 도 4b,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서비스 수행시 표시부의 화면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교통정보 서비스 수행시 표시부의 화면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작방범 서비스 수행시 표시부의 화면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라함은 각종 음성 및 영상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
버와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정 또는 회사내 컴퓨터나 셋톱박스가 구비된 TV 등에서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영
화, 교통정보, 인터넷 검색 정보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처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상기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동통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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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그 중 한 예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데
이터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상기 무선 데이터 서비스는 전통적인 파일 전송 뿐만 아니라 PC통신 접속을 통한 정보 검
색, 인터넷 접속, 팩스 송/수신 등 기존 PSTN과 PSDN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구
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상기 무선 데이터 서비스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 사무실을 구현하고 각종 응용 서비스분야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래 유선 네트워크에서 가능하였던 VOD, 자가 방범, 교통정
보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IP주소의 웹서
버로 접속하며, 상기 접속된 웹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요구된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부에 동영상 재
생시킴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첨부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
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구체적인 처리 흐름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
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이동통신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상
기 도 1을 참조하면,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Station: MS)(100)는 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여 
신장한 후 스피커와 컬러 LCD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이동교환기(MSC: Base Station Controller)(104)의 망연동 시스템인 IWF(InterWorking Function)(106)와 연동
하여 무선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112)으로 연결된 웹서버(114,118,122)와 접속하여 인터
넷 무선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 옵션으로 요구된 호에 대해 망연동시스템 IWF(106)로의 호 연결을 
실행하고 단말기 데이터 전달을 위한 데이터 중계전달 프로토콜을 수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웹서버(114,118,122)와 이
동통신 단말기(100)간에 무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지국(BS:Base Station)(102)은 셀내에 존재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으로부터의 호 연결을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이동교환기(104)로 알린다.
    

비디오 제공 웹서버(Web Server)(114)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nternet Service Provider)로써 영화, TV드
라마,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각종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한 비디오 콘텐츠(116)를 구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동통신 단
말기(100)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 요구시 비디오 콘텐츠(116)에 있는 해당 비디오 데이터를 제공하여 준다.

교통정보 제공 웹서버(118)는 각 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들(120)로부터 입력되는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의 교통정보 요구시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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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방범 개인용 서비 PC(122)는 집 또는 회사 등과 같은 특정 장소 각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124)를 통해 입력되는 
방범상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의 방범정보 요구시 해당 구역의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여 준다.

VOD서버(108)는 이동교환기(104)에 연결되어 상기 비디오 제공 웹서버(114)와 교통정보 제공 웹서버(118)로부터 
업로드되는 비디오 데이터 또는 교통상황 영상데이터에 대한 VOD콘텐츠를 VOD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DB)(110)에 
저장하였다가 비디오 데이터 또는 교통상황 영상 데이터 중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해당 VOD콘텐츠를 독출하여 이동통
신 단말기(100)로 제공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내 각 구성요소의 프로토콜 스텍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먼저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최상위 응용 계층(Application)을 구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요구를 하위계
층으로 전달한다. 또한 인터넷 무선 통신을 위해 TCP,UDP/IP 프로토콜 및 점대점 방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위해 
PPP프로토콜과 RLP(Radio Link Protocol)을 이용하며, 물리계층에서는 IS-2000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MSC(104)는 무선으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RLP2프로토콜과 이동통신 단말기와의 무선 데이터를 인터페이
스하는 물리계층인 IS-2000프로토콜을 이용하며, IWF(106)와의 망연동을 위한 릴레이 계층(Relay Layer)을 구비
한다. IWF(106)는 MSC(104)와의 망연동을 위한 릴레이 계층을 구비하며, 점대점 방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위한 
PPP프로토콜 스텍을 구비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웹서버들(114,118,122)과의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한
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되는 패킷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패킷데이터 처리부를 구비한다. 웹서버들(114,118,1
22)은 각각 인터넷 통신을 위한 TCP,UDP/IP프로토콜 스텍을 구비하여 상위 응용 계층(Application)으로부터 전달되
는 데이터를 TCP,UDP/IP프로토콜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당 서버로 전송한
다. VOD서버(108)는 상기 웹서버들(114,118,122)과 마찬가지로 상위 응용 계층 및 인터넷 통신을 위한 TCP,UDP
/IP프로토콜 스텍을 구비한다.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단말기 각부의 보다 상세한 동작에 대해서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출원번호 2000-22107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단말 제어부(204)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통화 및 일반 기능(전화번호 관리, 스케줄, 음성 다이얼, 벨 모드 선택)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202)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 수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전화번호 데이터, 스케줄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있다. RF부(Radio Frequency)는 업컨버팅 및 다운 컨버팅, 필터일 
및 증폭 동작을 수행하며, 무선신호를 수신 및 송신한다. 키입력부(204)는 숫자 및 다수의 기능키를 구비하고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마우스 장치, 터치스크린 등을 구비할 수 있다. 표시부(20
6)는 단말제어부(204)에 의해 제어되고, TFT 컬러 LCD(LIQUID CRYSTAL DISPLAY)로 구성되어 문자정보, 메뉴
정보, 정지화상, 동화상 등을 재생 디스플레이 시킨다.
    

    
변복조부(CODEC)(214)는 수신된 음성을 복조하여 출력하고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통
상 변복조부(214)는 DSP(DIGITAL SIGNAL PROCESS) 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위칭부(216)는 변복조부(21
4)에서 출력되는 음성 및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을 스위칭하여 변복조부(214)와 이어마이크(218) 또는 단말기
에 구비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경로를 형성하도록 한다. 영상처리부(208)는 상기 단말 제어부(204) 및 멀티미디어 서
비스 처리부(210)에서 수신되는 문자 정보, 메뉴 정보, 정지화상, 동화상 정보를 버퍼링하고 D/A 변환하여 상기 표시
부(206)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부(210)는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요구에 
따라 해당 서버와의 연결 및 데이터 요구를 위한 동작을 수행하고, 수신되는 음성 및 영상 데이터를 소정 버퍼링하여 실
시간으로 출력하며, 상기 영상 데이터의 수신 시 상기 영상처리부(208)를 통해 출력하고 메뉴 및 문자 정보 수신 시에 
상기 단말 제어부(204)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출력하도록하고, 음성 데이터 수신 시에 상시 변복조부(214)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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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도록 한다. 음성 스위칭부(212)는 단말 제어부(204)에서 출력되는 일반 수신 음성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
부(210)에서 출력하는 동영상에 따른 음성이나 리얼 오디오(REAL AUDIO)와 같은 음성 데이터 출력을 변복조부(21
4)로 스위칭한다.
    

도 4a, 도 4b,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동작 제어 흐름도로
써, 각각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디오 서비스 처리 흐름, 교통정보 서비스 처리 흐름, 자가 방범 서비스 처리 흐름을 도
시한 것이다.

도 5는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 비디오 서비스 동작 수행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의 화면 예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6과 도 7은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 교통정보 서비스, 자가방범 서비스 동작 수행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
기 표시부의 화면 예시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하 상기 도 4a, 4b, 4c 및 도 5, 도 6,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상기 도 4a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동작 제어 흐름을 설명하면,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 메뉴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화면으로 진행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
기 메뉴항목에 새로이 구비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각종 음성 및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표시
부(206)에 동영상 재생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제어부(204)는 (300)단계에서 이동통
신 단말기의 메뉴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선택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용자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뉴항목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선택되는 경우 이에 응답하여 (302)단계로 진행해서 도 5의 (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항목을 디스플레이시킨다. 상기 도 5의 (a)에서 비디오 서비스는 인터넷(112)
에 연결된 비디오 제공 웹서버(114)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각종 비디오 데이터를 스트
리밍(Streaming) 또는 다운로드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교통정보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통제센터 등과 인터넷(112)으로 연결되어 각 도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
된 다수의 카메라(120)로부터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현재 각 도로의 교통상황
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자가방범 서비스는 자신의 집 또는 회사에 설치된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
(122)와 인터넷(112)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PC(122)에 연결된 감시용 카메라(124)를 통해 입력되는 각 구역의 방
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단말기의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원격에서도 자신의 집 또는 회사의 
방범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302)단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화
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만일 사용자가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비디오 서비스 항목
을 선택하는 경우 제어부(204)는 (304)단계에서 이에 응답하여 (306)단계로 진행해서 도 5의 (b)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사용자에게 MSC에 연결된 VOD서버로의 접속을 위한 VOD 서버의 IP(Internet Protocol)주소와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assword)의 입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VOD서버의 IP주소 및 상기 VOD서버로의 접속
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키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08)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MSC에 연결된 VOD서버의 IP주소 및 사용자 아이디와 패
스워드를 입력받고, (310)단계로 진행해서 MSC(104)에 연결된 상기 VOD서버(108)로 접속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MSC(104)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 사용자의 VOD서버(108)로의 접속을 위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VOD서버
(108)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기 접속요구를 수신한 상기 VOD서버(108)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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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 및 패스워드를 검사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즉, 상기 접속 요구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접
속 허가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 VOD서버(108)로의 접속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제어부(204)는 (312)단계에서 상기 VOD웹서버(108)의 접속 허가에 응답하여 (314)단계로 진행해서 상
기 접속된 VOD서버(108)로부터 제공되는 비디오 리스트 데이터를 초기 메뉴 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동통신 단말
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시킨다.

도 5의 (c)에 상기 VOD서버(1108로부터 제공되는 비디오 리스트 데이터가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
이되는 일예를 도시하였다. 상기 VOD서버(108)는 상기 도 5의 (c)에서와 같이 자신의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
오 리스트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상기 도 5의 (c)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리스트를 보고 원하는 비디
오 제목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16)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비디오 선택 입력을 인식하고, 
(318)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VOD서버(108)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비디오 데이터의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상기 VOD서버(108)는 자신의 VOD 콘텐츠 DB(110)에서 상기 요구된 해당 비디오 데이터를 독
출하여 MSC(104)통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로 무선 전송하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20)단계에서 상기 VO
D서버(108)로부터 스트리밍 전송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도 5의 (d)에 도시된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를 통해 동영상 재생시키거나, 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다가, 이후 사용자로부터
의 재생 요구가 있을 시 동영상 재생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도 4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 교통정보 서비스
를 위한 동작 제어 흐름을 설명하면,

    
전술한 상기 (302)단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사용자가 도 
6의 (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교통정보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제어부(204)는 (322)단계에서 이에 응답하
여 (324)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비디오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 6의 (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MS
C에 연결된 VOD서버로의 접속을 위한 VOD서버의 IP 주소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사용
자는 상기 VOD서버(108)의 IP주소 및 상기 VOD서버(108)인터넷(112)에 연결된 교통정보 제공 웹서버(118)의 IP
주소 및 상기 VOD서버(108)로의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키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26)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MSC(104)에 연결된 VOD서버(108)의 IP주소 및 사용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328)단계로 진행해서 MSC(104)에 연결된 상기 VOD서버(108)로 접속을 요구한
다. 이에 따라 MSC(104)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 사용자의 VOD서버(108)로의 접속을 위한 아이디 및 패스워
드를 VOD서버(108)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기 접속요구를 수신한 상기 VOD서버(108)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
기 사용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검사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즉, 상기 접속 요구한 이동통신 단말
기 사용자가 접속 허가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 VOD서버(108)로의 접속을 허가 한다.
    

이에 따라 제어부(204)는 (330)단계에서 상기 VOD서버(108)의 접속허가에 응답하여 (332)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접속된 VOD서버(108)로부터 제공되는 교통정보 서비스 목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
에 디스플레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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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의 (c)는 상기 VOD서버(108)로부터 제공되는 교통정보 서비스 목차 데이터가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VOD서버(108)는 상기 도 6의 (b)에서와 같이 감시 카메라(120)가 설
치되어 교통 상황 파악이 가능한 지역의 목차 데이터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자가 교통상황을 알기 원
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상기 도 6의 (c),(d)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되는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한 지역의 
목차 데이터를 보고, 원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34)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
부터의 지역 선택 입력을 인식하고, (336)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VOD서버(108)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통상
황 영상 데이터의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상기 VOD서버(108)는 자신의 VOD콘텐츠 DB(110)
에서 상기 요구된 지역의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독출하여 MSC(104)를 통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로 무선 전송하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38)단계에서 상기 MSC(104)에 연결된 VOD서버(108)로부
터 스트리밍 전송되는 교통정보 상황 영상 데이터를 도 6의 (e)에 도시된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
부(206)를 통해 동영상 재생시키거나, 또는 상기 교통상황 영상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다가, 이후 사용자로
부터의 재생요구가 있을 시 동영상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도 4c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 자가방범 서비스
를 위한 동작 제어 흐름을 설명하면,

    
전술한 상기 (302)단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도 7의 (a)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자가방범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제어부(204)는 (340)단계에서 이에 응답하
여 (342)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비디오, 교통정보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 7의 (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용자
에게 접속하고자 하는 자가방범 수행중인 집 또는 회사의 개인용 컴퓨터로 구현된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122)의 
IP 주소 및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122)의 IP주소 및 해당 서버로의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키게 된다.
    

    
그러면 제어부(204)는 (344)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112)에 연결된 해당 서버 PC(122)의 IP주소 및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346)단계로 진행해서 MSC(104)에 연결된 인터넷(112)을 통해 상기 개인용 
서버 PC(122)로의 접속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MSC(104)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인터넷 접속요구를 해당 
서버 PC(122)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기 접속요구를 수신한 해당 자가방범 기능 수행중인 개인용 서버 PC(12
2)는 상기 MSC(104)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검사하여 
미리 설정된 아이디 및 패스워드와 일치하는 경우 즉, 상기 접속 요구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접속 허가된 사용자
인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 자신의 서버 PC로의 접속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제어부(204)는 (348)단계에서 상기 자가방범 서비스 PC(122)로의 접속에 응답하여 (350)단계로 진행해
서 상기 접속된 개인용 서버 PC(122)로부터 제공되는 자가방범 서비스 목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6)에 디스플레이시킨다.

    
도 7의 (c)는 상기 개인용 서버 PC(122)로부터 제공되는 자가방범 서비스 목차 데이터가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
06)에 디스플레이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122)는 상기 도 7의 (c)에서와 같이 방
범용 카메라(124)가 설치된 집 또는 회사의 각 구역의 목차 데이터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자가 방범
상황을 보고자 하는 집 또는 회사의 각 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상기 도 7
의 (c)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되는 방범수행중인 장소의 목차 데이터를 보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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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어부(204)는 (352)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구역 선택 입력을 인식하고, (354)단계로 진행해서 상기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122)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장소의 방범상황 영상데이터의 다운로드를 요구한다. 이
에 따라 상기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122)는 상기 요구된 장소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MSC(104)를 통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게 되는데, 제어부(204)는 (356)단계에서 상기 MSC(1
04)를 통해 상기 PC(122)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장소의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가, 이후 사용자로부터의 재생요구가 있을 시 도 7의 (d)에 도시된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표시부(20
6)를 통해 해당 구역의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재생 디스플레이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비디오, 교통상황, 방범상황 등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동 중에도 
볼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TV 방송이나 주문형 비디오, 교통정보 서비스, 자가방범 서비스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며, 상기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되는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시부에 재생시키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를 구비한 인터넷에 연결된 해
당 웹서버와의 접속을 수행하며, 상기 웹서버로부터 수신되는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시
키는 이동교환기와,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구비하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이동교환기를 통
해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웹서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
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는,

다양한 비디오 콘텐츠를 구비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해당 비디오 데이터를 독출하
여 제공하는 비디오 제공 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는,

각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제공 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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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는,

특정 장소 각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방범상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해당 구역의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자가방범 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교환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상기 웹서버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VOD콘텐츠를 저장하였다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시키는 VOD서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IP주소의 
웹서버로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접속된 웹서버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된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해당 웹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무선 수신되는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시부에 동영상 재생시키
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 접속과정은,

해당 웹서버 접속을 위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상기 웹서버에 미리 설정된 아이디 및 패스워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상기 웹서버로
의 접속을 허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는,

비디오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는,

각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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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는,

특정 장소의 방범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제공 웹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이동교환기 VOD서버의 VOD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후, 
이동통신 단말기로 무선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는,

상기 교통정보 제공 웹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이동교환기 VOD서버의 VOD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후, 
이동통신 단말기로 무선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범상황 영상데이터는,

상기 이동교환기를 통해 상기 자가방범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실시간 무선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4.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를 표
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비디오 서비스가 선택되는 경우 MSC에 연결된 VOD서버의 IP 주소 및 사용자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 상기 VOD서버에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접속된 VOD서버로부터 비디오 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표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비디오 리스트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VOD서버로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VOD서버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비디오 데이터를 스트리밍 무선 수신하여 표시부에 동영상 재생
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5.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를 표
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교통정보 서비스가 선택되는 경우 MSC에 연결된 VOD서버의 IP 주소 및 사용자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 상기 VOD에 접속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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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된 VOD서버로부터 교통상황 서비스 지역의 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표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교통상황 서비스 지역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지역의 교통상황 영상데이터를 상기 VOD서버로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VOD서버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 영상 데이터를 스트리밍 무선 수신하여 표
시부에 동영상 재생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6.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를 표
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메뉴 중 자가방범 서비스가 선택되는 경우 자가방범 개인용 서버 PC의 IP 주소 및 사용자 아
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 해당 자가방범 서버 PC에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자가방범 서버 PC로부터 자가방범 구역 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표시부에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상기 자가방범 구역 리스트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자가방범 수행중인 해당 구역의 방범상황 영상 데이터를 상기 자
가방범 서버 PC로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자가방범 서버 PC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구역의 방범상황 영상 데이터를 이동교환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무선 전송받아 표시부에 동영상 재생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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