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8394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H04Q 7/2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83943
2002년11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2-0023083         
(22) 출원일자 2002년04월26일         

(30) 우선권주장 09/846,020 2001년04월30일 미국(US)

(71) 출원인 루센트 테크놀러지스 인크
미합중국 뉴저지 머레이 힐 마운틴 애비뉴 600 (우편번호 : 07974-0636)

(72) 발명자 앨저랭돈에드워드
미국,일리노이60045-1381,레이크포레스트,에지우드로드1282
칼라브레스로버트토마스
미국,일리노이60565,네이퍼빌,패쓰웨이1555
이스트트래시에드윈쓰리
미국,일리노이60543,오스웨고,바내비드라이브433
렌닥존밋첼
미국,일리노이60564,네이퍼빌,샐릭스써클2704
주로스키로버트존
미국,일리노이60187,휘톤,싸이테이션써클58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청구 : 없음

(54) 무선 지능망에서 호출 송신자 및 특징 코드 북마크액세스로써 음성 메시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 및,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을 포함한다. 가입자는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에 놓여진 음
성 베시지들을 검색하기 위해 무선 장치를 통해 VMS에 액세스한다. 호출 송신자에 의해 놓여진 음성 메시지를 들을 때,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에 호출을 반환하고자 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 옵션을 요구함으로써 
호출을 시작한다. 호출은 SCP와 협조하여 서빙 MSC를 통해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로 설정된다. 호출 송신자에
의 호출을 완료한 후에, 가입자는 VMS로 복귀하고, 가입자의 VMS와의 이전의 상호작용들에 대응하는 원하는 위치에
서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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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 서비스 제어 포인트, 음성 메시징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예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예시한 도면.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의 상호작용들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메시지 시나리오를 도시한 도면.

도 6는 본 발명에 따라 음성 메시징 시스템에서 이용된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시그널링 제어 포인트에서 이용된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무선 장치 202 ; 서빙 MSC

206 : 공중 랜드 모바일 네트워크 207 : 호출 송신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들은, 비록 가입자가 가입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는 서비스 제
공자의 무선 통신 시스템 밖에서 로밍하고 있을 수 있더라도, 가입자 전화 통신들을 허용한다. 그러나, 가입자로의 통신
들은, 무선 주파수(RF) 유효범위가 도처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오퍼레이터와 가입자의 서비
스 제공자사이의 서비스 협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방해받지 않고자 할 
때인, 법정에 있을 때와 같은, 상황들이 있다. 그와같은 경우들에서, 가입자는, 가입자가 이후에 음성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호출 송신자(call sender)가 음성 메시지를 놓게 하고자 할 수 있다.
    

종래 기술로써, 가입자의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를 기록하고, 음성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해제되고, 
호출 송신자의 DN을 다이얼링할 수 있다. 일단 가입자가 호출 송신자로써 호출을 완료하였으면, 가입자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으로 복귀하고자 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가입자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과 재접속하고 다음 음성 메시지로 
네비게이팅(navigate)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우 방해가 되며, 이용자에 불친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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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술된 수동 프로세스의 대안으로서, 음성 메시징 시스템(voice messaging system)(VMS)은, 가입자가 음
성 메시징 시스템과 호출 송신자사이에서 네비게이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전화 설비 구성과 프런트-엔드 스위치(fr
ont-end switch)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100)
의 구조를 예시한다. 가입자는 무선 링크(110),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serving mobile switching center)(MSC)
(102), 인터페이스(111), 홈 MSC (103) 및, 인터페이스(112)를 통해서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104)상에 위치
된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에, 무선 장치(101)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구조로써, 가입자는 호출 송신
자(106)에 의해 놓여진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 있다. VMS(104)는, 호출 송신자(106)가 음성 메시지를 놓았을 
때는, 호출 송신자(106)의 디렉토리 번호(DN)를 미리 모았었다. 가입자가 음성 메시지에 응답하여 호출 송신자 (10
6)에 대답하기 위해, 가입자는 특징 코드(feature code)(예를들어, *88)를 넣을 수 있다. VMS(104)는 가입자의 요
청을 인식하며, 호출 송신자(106)에의 호출을 설비 (113), 설비(114), 네트워크 (105) 및, 설비(115)를 통해 호출 
송신자(106)로 설정한다.
    

도 1에 도시된 구조에서, VMS(104)는 호출을 완료하기 위해 부가적 설비(113 )를 통한 호출을 구성한다. 도 1의 구
조는 VMS(104)와 통합된 프런트-엔드 스위치를 이용한다. 설비들(111, 112 및, 113)이 서빙 MSC(serving MSC)
(102)와 홈 MSC (103)상기 자원들을 이용하고, VMS(104)상의 인터페이스 포트들이 호출의 전체 시간 지속기간동
안 이용되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이들 예들은, 가입자가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와 호출 송신자에의 호출사이에서 네비게이킹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호
출의 시간 지속기간동안 구성되어야 하는 부가적 설비들에 대한 필요성을 회피하는 해법을 제공할 필요를 과소평가한
다. 그와같은 해법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의 연관된 비용들을 감소시키는 동안 호출들을 음성메시지들에 반환하는 효
율적인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 
서비스 제어 포인트(service control point) (SCP) 및,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를 포함한다. 가입자는 가입자의 음
성 메일박스에 놓여진 음성 메시지들을 검색하기 위해 무선 장치를 통해 VMS에 양호하게 액세스한다. 서빙 MSC는 무
선 장치에 무선 유효범위를 제공한다. 호출 송신자에 의해 놓여지는 음성 메시지를 들을 때,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에 호
출을 반환하고자 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 옵션을 요구함으로써, 양호하게는 " *88" 과 같은 
특징 코드를 넣음으로써 복귀 호출(return call)을 시작한다. 호출은 SCP와 협조하여 서빙 MSC를 통해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로 설정된다. 호출 송신자에의 호출을 완료한 이후에, 가입자는 VMS로 복귀할 수 있고, 가입자의 
VMS와의 이전의 상호작용들에 대응하는 원하는 위치에서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가입자
는, 무선 장치를 통해, " *87" 과 같은 특징 리바운드 코드(feature rebound code)를 넣는다. 결과적으로, 서빙 MSC
는 특징 리바운드 코드의 표시로써 SCP에게 통지하고, 라우팅 번호(routing number)와의 접속이 설정된다. VMS는 
라우팅 번호에 따라 가입자의 음성 메일 세션의 저장된 이력(history)을 이용하고, 가입자는, 양호하게는 가입자가 V
MS를 떠난 포인트에서,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한다.
    

본 발명은, VMS가 가입자의 무선 장치와 호출 송신자의 DN사이의 호출을 " 캠프-온(camp-on)" (모니터링)하기 위
해 부가적 전화 설비들과 인터페이스 포트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자가 호출 송신자의 DN을 호출하는 것을 허
용하는 음성 메시징 특징의 가입자의 요구(subscriber's invocation)에 따라 접속을 재구성하도록 시그널링 메시지들
을 이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가입자가 원하는 능력들을 음성 메시징 서비스들에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개시된 내용은, 무선 통신 시스템이 TIA/EIA-41-D(셀룰러 무선원격통신 시스템간 동작들(Cellular Radiotelecom
munications Intersystem Operations))에 따라 메시지들을 이용하는, 예시적인 실시예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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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음성 메시징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200)의 구조를 예시한 도면이다. 가입자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204)에 액세스함으로써 가입자의 음성 메일을 검색하도록 무선 장치(201)를 이용한다. 그
렇게 하기위해, 가입자는 음성 메일 액세스 코드(예를들어, " *86" )를 다이얼링함으로써 무선 링크(210)를 통해 서빙 
MSC(202)에의 호출 요청을 시작한다. 도 3과 연관된 논의는 가입자의 상호작용들을 더 서술한다.

    
서빙 MSC(202)는, 가입자에 의해 넣어진 다이얼링된 숫자들가 무선 장치 (201)의 식별로써, 인터페이스(214)를 통
해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205)에 질문한다(도 5에 대한 논의는 대응하는 메시지 시나리오를 더 서술한다). SCP
(205)는, VMS(204)와 연관있는, 제 1 라우팅 번호를 서빙 MSC(202)에 반환한다. 서빙 MSC(202)는 호출 접속을, 
설비(211), 홈 MSC(203) 및, 인터페이스(212)를 통해, 무선 장치 (201)로부터 VMS(204)로 향하게 한다. 예시적
인 실시예에서, VMS(204)는, 가입자가 공급을 받는(provisioned), 홈 MSC(203)와 연관된다. 대안의 실시예들은 홈 
MSC (203)와 VMS(204)사이의 이러한 연관을 이용할 수 없다. 가입자가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로부터 음성 메시지
들을 검색하는 VMS(204)와 무선 장치(201)사이에 접속이 설정된다.
    

    
호출 송신자(207)에 의해 놓여진 음성 메시지를 듣는 동안,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207)에 응답하고자 할 수 있다. 호
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는 음성 메시지와 연관하여 VMS(204)에 양호하게 저장된다. 그와같은 경우에, 가입
자는 대역내 시그널링(in-band signaling) 또는 대역외 시그널링(out-of-band signaling)을 이용하여 VMS(204)
에 송신된 호출 송신자 특징 요구 코드(call sender feature invocation code)(예를들어, " *88" )를 넣는다. VMS(
204)는 호출 송신자 특징 요구 코드를 해석하고, 무선 링크(210), 서빙 MSC(202), 설비(215), 공중 스위칭 전화 네
트워크(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또는 공중 랜드 모바일 네트워크 (public land mobile network)(PS
TN/PLMN)(206) 및, 설비(216)를 통해서, 무선 장치(201)와 호출 송신자(207)사이에 호출이 설정된 접속의 리다
이렉팅을 시작한다. VMS(204)는 인터페이스(213)를 통해 SCP(205)로 적합한 메시징을 송신함으로써 리다이렉팅을 
시작한다(도 3의 상황에서 더 서술되는 바와같이). 양호하게는 가입자들이 음성 메일 시스템을 떠난 장소에서, 특징 리
바운드 코드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음성 메일박스를 다시 넣는다면, 가입자가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할 수 있도록, VM
S(204)는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내의 위치를 표시하는 북마크(bookmark)를 기록한다.
    

    
호출 송신자(207)가 대답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호출 송신자(207) 또는 무선 장치(201)가 복귀 호출(return call)
을 종료하지 않을 때, 가입자는 음성 메일 세션으로 복귀하고 음성메일에 액세스하는 것을 계속하고자 할 수 있다. 그 
경우라면, 가입자는 특징 리바운드 코드(예를들어, " *87" )에 대응하는 무선 장치(201)에 숫자들을 넣고, 무선 링크
(210)를 통해 서빙 MSC(202)로 후속 호출을 발신한다. 서빙 MSC(202)는 다이얼링된 숫자들과 무선 장치(201)의 
식별로써 인터페이스(214)를 통해 SCP(205)에게 질문한다. 결과적으로, SCP(205)는 VMS(204)와 연관된 제 2 라
우팅 번호를 반환한다. 서빙 MSC(202)는 설비(211), 홈 MSC(203) 및, 인터페이스(212)를 통해 무선 장치(201)로
부터 VMS(204)로 호출 접속이 향하게 한다. 호출 접속은 제 1 라우팅 번호보다는 제 2 라우팅 번호를 이용하므로, V
MS(204)는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와 연관된 북마크를 검색하고, 음성 메일 세션은 가입자가 특징 요구 코드 (featu
re invocation code)를 넣은 포인트에서 재개된다. 가입자는 후속 호출 송신자로 호출을 반환하고자 할 수 있으며, 지
금까지 서술된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도 2에 도시된 구조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변형들에 적용가능하다. 서빙 MSC (202), 홈 MSC(203), VMS(204) 및, 
SCP(205)는, 그 분야에 숙련된 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바와같이, 다른 논리적 실체들과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논리적 실체들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SCP(205)의 기능성은 VMS(204)와 동일한 플랫폼상에 물리적
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인터페이스(213)는 공통 플랫폼내의 내부 시그널링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서
빙 MSC(202), 홈 MSC (203), VMS(204) 및, SCP(205)는 주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
세서)를 통상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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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의 상호작용들의 흐름도(300)를 도시한다. 도 2 및 도 5의 상황에서, 도 3은 본 발명의 
논의를 용이하게 한다. 단계(301)에서, 가입자는 VMS(204)에 존재하는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에 포함된 음성 메일
을 검색하고자 하며, 음성 메일 액세스 번호(예를들어, " *86" )를 다이얼링한다. 접속이 단계(302)에서 VMS(204)
로 설정되며, 가입자는 단계(304)에서 개인 식별 번호 (personal identity number)(PIN)를 넣음으로써 VMS(204)
을 사용개시한다. 가입자가 음성 메일 세션동안 접속해제한다면, 단계(303)가 실행되고 호출 흐름(300)은 단계(350)
로 진행된다.
    

    
단계(305)에서, 가입자는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의 시작부분에서 음성 메시지들을 검색하는 것을 시작한다. 세션중 
어떤 때에는,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 특징 요구 코드(예를들어, " *88" )를 넣음으로써 단계(306)에서 음성 메시지들중 
하나와 연관된 호출 송신자에 응답하고자 한다. 서빙 MSC(202)와 VMS(204) 사이의 호출 접속은 단계(307)에서 접
속해제되고, 호출 송신자(207)와 무선 장치(201)로부터의 호출은 단계(308)에서 설정된다. 호출 송신자의 DN이 단
계(309)에서 검출된 바와같이 통화중 (busy)이라면(즉, 다른 호출중이면), 가입자는 접속해제되고 호출처리는 단계(
350)로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링잉(ringing)이 단계(311)에서 발생된다. 단계(312)는 호출 송신자(207)가 호출
에 대답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입자는 접속해제되고, 호출 흐름(300)은 단계(350)로 진행된다. 그렇다
면, 가입자와 호출 송신자사이의 접속이 단계(314)에서 완료되고, 호출 흐름(300)은 단계(351)로 진행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흐름도(300)의 연장이다. 호출 흐름이 단계(351)를 진행시킨다면, 단계(401)는 그후에 호출 
송신자가 접속해제되는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입자와 호출 송신자사이의 대화는 단계(402)에서 진행되고, 
단계(351)가 반복된다. 단계(401)가 호출 송신자가 접속해제되는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단계(350)에 도달된다면, 단
계(403)는 호출 송신자와 서빙 MSC(202)사이의 접속이 해제되게 하며, 단계(404)는 가입자(무선 장치(201))와 서
빙 MSC(202)사이의 접속이 해제되게 한다.
    

    
가입자가 전화를 끊고 단계(405)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특징 리바운드 코드(예를들어, " *87" )를 넣는 것과 같은 것에 
의해, 호출이 종료한다면, 서빙 MSC(202)는 단계(406)에서 가입자(즉, 무선 장치(201))와 VMS(204)사이의 접속
을 재설정한다. 제 1 실시예에서, 가입자는 호출 송신자(207)가 해제된 후에 소정의 시간동안 기다리고, 무선 장치(2
01)와 VMS(204)사이에 접속을 설정하도록 특징 리바운드 코드를 다시 다이얼링한다. 소정의 시간은 서빙 MSC(202)
에서 양호하게 유지되는 타이머에 대응하며, 호출의 종료를 발생시킨다. 제 2 실시예에서, 대역외 시그널링 메시지는 
무선 장치(201)로부터 서빙 MSC(202)로 특징 리바운드 코드를 수송한다. 서빙 MSC(202)에서의 호출 처리는 무선 
장치(201)와 VMS(204)와의 접속을 재설정하기위해 대역외 시그널링 메시지를 처리한다.
    

    
음성 메일 세션이 단계(407)에서 VMS(204)에 의해 재개되고 있음을 가입자에게 알리는 통지(announcement)가 무
선 장치(201)로 발생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 통지는 서빙 MSC(202)에 의해 발생된다. 제 2 라우팅 번호가 
호출을 재설정하는데 이용되므로, VMS(204)는 단계(408)에서 이전에 액세스된 음성 메시지이후에 다음 음성 메시지
에서 세션이 재개하게 한다. 대안의 실시예들은 이전에 액세스된 것과 동일한 메시지에서 세션을 재개할 수 있다. 음성 
메일 세션은 단계(409)에서 계속되며, 여기서 가입자는 단계(409)에서 후속 음성 메시지의 다른 호출 송신자로 호출
을 반환하고자 할 수 있다. 절차는 음성 메일 세션의 완료시에 단계(410)에서 종료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흐름도와 도 2에 도시된 구조를 예시하는 메시지 시나리오이다. 발신 요
청(ORIGREQ) 메시지(origination request message)(501)는, 가입자가 음성 메일 액세스 코드(예를들어, 도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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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01)에 대응하는 " *86" )를 다이얼링할 때, 서빙 MSC(202)로부터 SCP(205)로 송신된다. ORIGREQ, OrigR
eq RR, REDDIR 및, RedDir RR 메시지들은 TIA/EIA-41.1-D로 지정되며, 셀룰러 무선원격통신 시스템간 동작들이
다. 메시지(501)는 DGTSDIAL 필드(502)(음성 메일 액세스 코드와 동일함), MIN 필드(503)(무선 장치(201)의 식
별(identity)임) 및, 다른_파라미터들(other_parameters)(504)을 포함한다. MIN 필드(503)가 모바일의 디렉토리 
번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TIA/EIA-41.1-D는 모바일 디렉토리 번호(MDN) 필드를 제공한다. 다른_파라미터들
(504)은 후속 REDDIR 메시지(514)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용되며, 서빙 MSC(202)의 식별 및 청구서작성 번호(bill
ing number)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ORIGREQ 메시지(501)에 응답하여, SCP(205)는 발신 요청 응답(OrigReq RR) 메시지(505)를 서빙 MSC(202)에 
반환한다. 메시지(505)는 서빙 MSC(202)가 ISUP 호출 셋업 절차(507)로써 VMS(204)로의 접속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 1 라우팅 번호(RN_A)(506)를 포함한다. 절차(507)는 도 3의 단계(302)에 대응하며, MIN 필드 (508)
와 RN_A 필드(509)를 포함한다. 이 시점에서, 서빙 MSC(202)를 통해 무선 장치 (201)와 VMS(204)사이에 접속이 
설정된다.
    

    
가입자가 음성 메일 메시지(호출 송신자의 DN의 저장된 숫자들에 대응함)의 호출 송신자에 호출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가입자는, 도 3의 단계(306)에 따라 MIN 필드(511)(무선 장치(201)의 식별에 대응함)와 호출 송신자 DN 필드(51
2)(호출 송신자의 DN에 대응함)로써, VMS(204)가 정보 지향성(INFODIR) 메시지(information directive messa
ge)(510)를 송신하게 하는 호출 송신자 요구 코드(call sender invocation code)(예를들어, *88)를 넣는다. SCP(2
05)는 정보 지향성 응답 (InfoDir RR) 메시지(513)를 VMS(204)에 반환함으로써 메시지(510)를 수신확인한다.
    

    
SCP(205)는 서빙 MSC(202)에 리다이렉팅 지향성(REDDIR) 메시지(redirection directive message)(514)를 서
빙 MSC(202)에 송신함으로써 호출 송신자(207)로의 접속을 리다이렉팅한다. 메시지(514)는 다른_파라미터들(515)
(메시지(501)로부터 저장됨), MIN 필드(516) 및, RegDig 필드(517)(호출 송신자의 DN과 동일함)를 포함한다. 서
빙 MSC(202)는 리다이렉팅 지향성 복귀(RedDir RR) 메시지(redirection directive return message)(518)를 SC
P(205)에 반환함으로써 REDDIR 메시지(514)를 수신확인한다. 서빙 MSC(202)는, 시스템 시그널링 7 표준들에 따
라 ISUP 호출 셋업 절차 (519)를 양호하게 송신함으로써 무선 장치(201)와 호출 송신자(207)사이의 호출을 완료한
다. 메시지(519)는 모바일 식별 번호(MIN) 필드(mobile identification number field)(520)와 호출 송신자 DN 필
드 (CallSender DN field)(521)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무선 링크(210), 서빙 MSC (202), 설비(215), PSTN/P
LMN(206) 및, 설비(216)를 통해 호출 송신자(207)와 무선 장치(201)사이에 접속이 설정된다. 메시지(519)는 도 
3의 단계(308)에 대응한다. 호출 이벤트(call event)(522)는 해제된 VMS(204)와 무선 장치(201)사이의 이전의 접
속에 대응한다. 이 시점에서, 무선 장치(201)와 호출 송신자(207)사이에 호출이 설정된다.
    

    
호출 송신자(207)가 호출을 종료한다면, 호출은 호출 송신자(207)와 서빙 MSC (202)사이에서 해제된다(도 4의 단
계들(403 및 404)에 대응함). 도 5에 도시된 메시지 시나리오에서, 가입자는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하고자 하며, 따라
서 가입자는 호출을 종료하고, " *87" 과 같은 특징 리바운드 코드를 넣는다. 결과적으로, 서빙 MSC(202)는 숫자들이 
다이얼링된(DGTSDIAL) 필드(digits dialed field)(525)(특징 리바운드 코드에 대응함), MIN 필드(526) 및, 다른
_파라미터들(527)로써 ORIGREQ 메시지(524)를 SCP(205)에 송신한다. 다른_파라미터들(527)은, 가입자가 다른 
호출 송신자에 호출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후속 REDDIR 메시지에 대한 SCP(205)에 의해 양호하게 저장된다.
    

    
ORIGREQ 메시지(524)에 응답하여, SCP(205)는 제 2 라우팅 번호(RN_B)(529)로써 발신 요청 응답(OrigReq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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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origination request response message) (528)를 서빙 MSC(202)에 반환한다. 서빙 MSC(202)는, MIN 
필드(531) 및 RN_B 필드 (532)로써 ISUP 호출 셋업 절차(530)를 VMS(204)에 송신함으로써, 무선 장치(201)와 
VMS(204)사이의 접속을 재설정한다. VMS(204)는 미리 VMS(204)에 저장된 북마크에 따라 음성 메일 세션을 재개
한다.
    

    
도 6은 가입자의 음성 메일 세션에 대한 북마크를 저장하기 위해 VMS(204)에서 이용된 데이터 구조(600)를 도시한
다. 데이터 구조(600)는 n개의 음성 메일 세션들에 대한 북마크들을 저장하며, 각각의 세션은 필드들(601, 603 및, 6
05)에서 식별되는 무선 장치에 대응한다. 대응하는 북마크들은 필드들(602, 604 및, 606)에 대응한다. VMS(204)는 
InfoDir RR 메시지(513)가 SCP(205)로부터 수신될 때 가입자의 북마크를 저장한다. 북마크는, VMS(204)가 ISUP 
호출 셋업 절차(530)를 수신한 후에 음성 메일 세션이 재설정될 때, VMS(204)에 의해 검색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
시예에서, 자동 음성 인식 또는 DTMF 프롬프트(DTMF prompting)가 무선 장치 (201)의 식별을 얻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VMS(204)는 호출 송신자(207)가 무선 장치(201)의 식별을 지정하는 것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VMS(204)
는, DTMF 신호들 또는 음성 신호들을 무선 장치(201)의 식별에 대응하는 숫자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신호 검출 회로
를 이용한다.
    

    
도 7은, 음성 메시징 시스템, 예를들어 VMS(204)에 할당된, 제 1 라우팅 번호와 제 2 라우팅 번호를 결정하기 위해 
SCP(205)에서 이용된 데이터 구조(700)를 도시한다. 데이터 구조(700)는 VMS의 식별(필드들(702, 704 및, 706)
에 대응함)을 무선 장치의 식별(필드들(701, 703 및, 705)에 대응함)과 연관시킨다. 예로서, MIN_2 (703)과 동일한 
식별을 갖는 무선 장치로써, SCP(205)는 VMS 식별이 VMS ID_2(704)와 동일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대응하는 제 1 
라우팅 번호는 RN A_2(711)와 동일하고 제 2 라우팅 번호는 RN B_2(712)와 동일하다.
    

본 발명은 그에의해 가입자가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와 호출 송신자로의 호출사이에서 네비게이팅하는 것을 가능케하
는 해법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호출의 시간 지속기간동안 구성되어야 하는 부가적 설비
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연관된 비용들을 줄이는 동안, 호출들을 음성 
메시지들에 반환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본 발명이 어떤 예들에 의해 서술되었지만, 상기 서술에 한정되도록 의도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뒤따르는 청구항들에 
서술된 범위에만 한정되도록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가입자가 원하는 능력들을 음성 메시징 서비스들에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위한 음성 메일박스와 연관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
템으로서, 상기 가입자는 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음성 메시징 시스템(voice messaging system)(VMS);

상기 VMS에 접속된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serving mobile switching center);

상기 가입자가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서비스 제어 포인트(servi
ce control point)(SCP)로부터 제 1 라우팅 번호를 요청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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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라우팅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S 사이에 접속을 설정하는 수단
으로서, 상기 접속은 호출 송신자(call sender)에 의해 놓여진 음성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가 검색하는 것을 가능케 하
는, 상기 접속 설정 수단;

상기 VMS에 의해 북마크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북마크는 상기 가입자의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와의 상호작
용에 응답하여 상기 음성 메일박스내의 위치를 표시하는, 상기 북마크 저장 수단; 및

상기 가입자가 호출 송신자 옵션을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VMS에 의해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VMS로부
터 상기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로 상기 접속을 리다이렉팅(redirecting)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에 대한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재개(resuming)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에 대한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재개하는 수단은,

상기 가입자가 리바운드 특징(rebound feature)을 활성화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SCP로부터 
제 2 라우팅 번호를 요청하는 수단; 및

상기 제 2 라우팅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S사이의 상기 접속을 재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송신자 옵션를 요구하기 전에 동일한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에 대한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재개하는 수
단을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서, 상기 VMS는 무선 통신 시스템과 연관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가입자의 음성 메일박스내의 가입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상기 메모리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된 데이터베이스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가입자의 식별; 및

상기 음성 메일박스내의 상기 가입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북마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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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서, 상기 SCP는 무선 통신 시스템과 연관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와 음성 
메시징 시스템 (VMS)사이의 접속을 위해 전화 번호를 결정하는, 상기 메모리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정보를 포함
하고,

가입자의 식별;

상기 가입자와 연관된 상기 VMS의 식별;

상기 VMS의 상기 식별에 의해 결정된 제 1 라우팅 번호; 및

상기 VMS의 상기 식별에 의해 결정된 제 2 라우팅 번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메모리.

청구항 7.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에게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가입자는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
를 위한 음성 메일박스와 연관되고, 상기 음성 메일박스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VMS)과 연관되고, 상기 가입자는 무선 
장치를 이용하고, 상기 가입자는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에 의해 서빙되는,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 제공 방법
은,

상기 가입자가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서빙 MSC에 의해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로부터 
제 1 라우팅 번호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제 1 라우팅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S 사이에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로서, 상기 접속은 호출 송신자에 의해 놓여진 음성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가 검색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상기 접속 설정 
단계;

상기 VMS에 의해 북마크를 저장하는 단계로서, 상기 북마크는 상기 가입자의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로의 상호작용
에 응답하여 상기 음성 메일박스내의 위치를 표시하는, 상기 북마크 저장 단계; 및

상기 가입자가 호출 송신자 옵션을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VMS에 의해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VMS로부
터 상기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로 상기 접속을 리다이렉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메시징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에 대한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재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음성 메시징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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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자에 대한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재개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가 리바운드 특징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SCP로부터 제 2 라우팅 번
호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라우팅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MSC를 통해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S사이의 상기 접속을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메시징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에 대한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음성 메시
징 시스템(VMS), 서비스 제어 포인트 (SCP) 및, 서빙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를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는 상기 음
성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 메일박스와 연관되고, 상기 가입자는 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 지원 방법은,

상기 가입자가 상기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SCP로부터 제 1 라우
팅 번호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SCP로부터 상기 제 1 라우팅 번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서빙 MSC를 통한 접
속을 설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접속은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S사이에 있는, 상기 접속 설정 단계;

상기 SCP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VMS로부터 호출 송신자의 디렉토리 번호(DN)로 상기 접속을 
리다이렉팅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가 특징 리바운드 코드를 활성화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SCP로부터 제 2 라우팅 
번호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SCP로부터 상기 제 2 라우팅 번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빙 MSC에 의해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VM
S사이의 상기 접속을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메시징 서비스 지원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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