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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가 착신될 시 착신 가입자가 발신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
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발신 단말기는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송신하고, 기지국은 상기
 발신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수신한다. 착신 단말기는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
(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페이징 메
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색깔을 상기 발광다이오드부가 표시하도록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
을 점등시킨다.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들을 포함하여 구성
되며, 이들 LED들은 상기 착신 단말기가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모드인 경우에 점등된다. 상기 착신 단말기는 다수의 발
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이 점등될 조건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페
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발신자 정보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을 시 상기 착신 단말기는
 해당하는 발신 단말기측으로 미리 설정된 음성메시지를 송출한다. 그리고 착신 가입자가 호출 알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착신 단말기는 발신 가입자의 정보(전화번호)를 착신 단말기의 액정표시기
(LCD)상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부재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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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발신 가입자 확인, 착신 단말기, 호 착신 안내, LED 색 표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 가입자 확인 동작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착신 단말기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 가입자 확인 동작의 동작모드에 따른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착신 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호 착신시 착신 가입자가 발신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의 셀룰라 폰(Cellular Phone)이나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 단말기" 라 칭함)의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누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단말기의 사용자들은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모터가 진동한다(vibrate)거나 발광다이오드(L
ED: Light Emitting Diode)가 점등됨에 따라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이때 누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
    

    
물론 착신 가입자가 즉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신 가입자가 메시지를 남긴 경우에 그 메시지로부터 착신 가
입자는 발신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신 가입자 확인 방식은 착신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발신 가입자가 메시지를 남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게다가, 발신 가입자가 남긴
 메시지가 전화번호와 같은 문자 메시지이더라도 착신 가입자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
를 걸어야만 발신 가입자를 알 수 있고, 또한 발신 가입자가 음성메시지를 남긴 경우에는 착신가입자가 그 음성메시지
를 확인하여야만 발신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매우 커다란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두 가지의 전화번호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제안됨에 따라 착신 가입자는 각 전화번호에 대응하여 발생하
는 벨소리로부터 발신 가입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신 가입자 확인 방식은 전화번호를 어느 한 발신 가
입자에게만 알려준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전화번호를 다수의 발신 가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신 가입자
의 정보를 전혀 알 수는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발신 가입자가 착신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발신 가입자가 착신 가입자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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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회의중이거나 영화 관람 등 전화 통화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통화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말기 사용자는 손쉽게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발신 단말기는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송신
하고, 기지국은 상기 발신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수신한다. 착신 단말기는 원
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기지국
으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색깔을 상기 발광다이오드부가 표시하도록 상기 발
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킨다.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
ED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들 LED들은 상기 착신 단말기가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모드인 경우에 점등된다. 상기 착
신 단말기는 다수의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이 점등될 조건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발신자 정보들로부터 확인되지 않
을 시 상기 착신 단말기는 해당하는 발신 단말기측으로 미리 설정된 음성메시지를 송출한다. 그리고 착신 가입자가 호
출 알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착신 단말기는 발신 가입자의 정보(전화번호)를
 착신 단말기의 액정표시기(LCD)상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부재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누구로부터 전화
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
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 가입자 확인 동작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발신 단말기 10은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Access Chanel)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송신한다.
 이동교환기(MSC: Mobile Switching Center) 22는 발신 단말기 10으로부터 송신된 발신자 정보를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 발신자 정보를 기지국(BS: Base Station) 24의 BTS(Base station Transceiver System)로 내
려보낸다. 그러면 상기 BS 24의 BTS는 상기 발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징 메시지(Paging Message)를 착신 단말
기 30으로 전송한다. 착신 단말기 30은 상기 BS 24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고, 호가 착신되었음을 착신 가입
자에게 안내할 시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가 외부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발신자 정보
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발신자 정보를 외부로 표시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착신 단말
기 30이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들의 점등결과에 다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부의 점등을 제어하여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는 색깔이 표시되도록 한다. 둘째는, 착신 단말기 30이 발신자 정보에 대응
하여 서로 다른 벨소리를 발생시킨다. 상기 첫째 및 둘째의 동작은 호 착신에 따른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미리 착신 단
말기 30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호 착신에 따른 발신자 정보가 착신 단말기 30의 내부에 저장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 발명이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설정되어 녹음된 음성메시지가 발신자측
으로 송출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신자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한 착신 가입자가 호출 알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착신 단말기는 발신 가입자의 정보(전화번호)를 착신 단말기
의 액정표시기(LCD)상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부재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지를
 알 수도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착신 단말기 30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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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착신 단말기 30은 안테나 102, 신호 수신부 104, 제어부 106, 메모리 108, 발광다이오드부 1
10, 모터구동부 112, 모터 114, 벨 생성부 116, 스피커 118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착신 단말기 30의 구체
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대신에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만을 도시하고, 그와 관련하는 설명만을 행할 것
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안테나 102는 공기중에 방사된 무선신호를 수신한다. 신호 수신부 104는 상기 안테나 102를 통해 수신되는 기지국으
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Paging Message)를 수신한다. 이때 페이징 메시지의 내부에는 도 1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발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어부 106은 MSM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호가 착신되었음을 외부로 표시할 
시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른 호 착신 안내 동작이 수행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호 착신
 안내 동작은 사용자에 의해 벨소리 모드, 램프모드 및 진동/램프 모드로 구분되어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메모리 108
은 단말기 고유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수행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롬(ROM: Read Only Memory) 및 램
(RAM: Random Access Memory)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108에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위한 다수의 발
신자 정보가 저장되고, 후술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의 처리흐름에 따른 프로그램 데이터가 저
장된다.
    

단말기의 호 착신 안내모드가 벨소리 모드로 설정된 경우, 제어부 106은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는 벨이 발생되도록 벨 생성부 116을 제어한다. 벨 생성부 116으로부터 발생된 벨은 스피커 118을 통해 외부로
 송출된다. 이때 스피커 118을 통해 송출되는 벨 소리는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달라지는 소리이므로, 착신 가입자는
 송출되는 벨 소리로부터 어떠한 발신 가입자가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단말기의 호 착신 안내모드가 램프 모드로 설정된 경우, 제어부 106은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대
응하여 발광다이오드부 110을 제어하여 해당하는 색깔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때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적색 LED, 순
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로 구현될 수 있고, 각 LED들은 제어부 106의 GPIO(General Purpose
 Input Output) 포트에 접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어부 106은 GPIO 포트가 " 온(On)" 또는 " 오프(Off)" 가 되도록
 제어함으로써 해당하는 LED들을 점등시킬 수 있고, 이 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이 발광다이오드부 110상에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별도의 LED로 구비될 수도 있고, 단말기의 LCD(Liquid Crystal Disp
lay) 백라이트(Back Light)를 위해 구비될 수도 있다. 하기의 < 표 1 > 은 상기 발광다이오드부 110을 구성하
는 각 LED들이 온/오프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부 110상에 표시되는 혼합색들을 보여준다.
    

[표 1]

적색 LED 순녹 LED 청색 LED 혼합색
OFF OFF OFF 색없음

ON 파란색
ON OFF 순녹색

ON 하늘색
ON OFF OFF 빨간색

ON 보라색
ON OFF 노란색

ON 백색

    
상기 < 표 1> 을 참조하면, 적색 LED, 순녹 LED 및 청색 LED가 모두 " 소등(OFF)" 된 경우, 즉 제어부 106이
 모든 GPIO포트로 " 로우(L)"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아무런 색도 표시하지 않는다. 적
색 LED가 " 소등(OFF)" 되고, 순녹 LED 및 청색 LED가 " 점등(ON)" 된 경우,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상기 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인 하늘색으로 표시된다. 순녹 LED가 " 소등(OFF)" 되고, 적색 LED 및 청색 LED가 "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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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된 경우,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상기 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인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적색 LED, 순녹
 LED 및 청색 LED가 모두 " 점등(ON)" 된 경우, 즉 제어부 106이 모든 GPIO포트로 " 하이(H)" 레벨의 신호를 출력
하는 경우 발광다이오드부 110은 백색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발광다이오드부 110에 의해서는 총 7가지의 색깔이 표
시될 수 있다. 이때 1가지의 색깔을 디폴트(Default)로 설정하였다면, 발신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색깔은 최대 6가
지 색이 될 것이다.
    

상기 램프 모드의 동작에서는 원칩화된 LED가 사용되기 때문에 LCD 백라이트가 소모하는 전류를 100mA에서 30∼5
0mA로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의 백라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항시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자에 따라 백라이트를 변화시켜 손쉽게 발신자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발신자와 지정된 발신자를 벨소리로 구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단말
기를 운용할 수도 있다.

단말기의 호 착신 안내모드가 진동/램프 모드로 설정된 경우, 제어부 106은 모터 구동부 112를 제어하여 모터 114가
 진동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호가 착신됨이 모터 114의 진동에 의해 안내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 106은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발광다이오드부 110을 제어하여 해당하는 색깔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러한 
진동/램프 모드는 진동 모드와 램프 모드의 혼합한 형태에 따른 호 착신 안내모드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 가입자 확인 동작의 동작모드에 따른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처리흐름에 
따른 프로그램 데이터는 도 2의 메모리 108의 내부에 저장되고, 제어부 106은 상기 메모리 108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
이터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발신 가입자 확인 동작이 수행되도록 한다.

지금, 발신자가 통화를 요청하였다고 가정하면, 기지국 20은 발신자의 정보를 억세스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이 정
보는 MSC 22에 저장되고, 이 데이터는 MSC 22가 BTS에 내려 보냄으로써 페이징 메시지를 통해 착신 단말기 30으로
 전송된다.

착신 단말기 30은 호가 착신되는 것으로 301단계에서 판단될 시 302단계에서 페이징 메시지의 내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한다. 즉 상기 302단계에서 착신 단말기 30은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와 메모리 108에 저장
되어 있는 발신자 정보(전화번호)를 비교하고, 상기 발신자 정보가 서로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에 303단계에서 단말기의 착신 알림모드가 현재 어떠한 모드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착신 알림모드가 
벨소리 모드 설정된 경우에는 304단계의 동작을 수행하고, 램프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305단계의 동작을 수행하고
, 진동/램프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306단계의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각 착신 알림모드의 동작은 전술한 도 2와 관
련한 설명과 같이 수행된다. 상기 램프모드 및 진동/램프 모드는 착신 가입자가 극장에서 영화관람, 회의중과 같이 벨소
리로 호출을 알리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착신 가입자가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벨소리 모드가 유용하다
.
    

    
한편,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동작이 본 발명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착신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모드로 세팅된 경우에
는 미리 설정되어 녹음된 메시지, 예를 들어, "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내용을 발신 가입자에게 통보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된 발신자
 정보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을 시 착신 단말기는 발신 가입자측으로 미리 설정된 음성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발신 가입
자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착신 가입자가 호출 알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착신 단말기의 제어부는 발신 가입자의 정보(전화번호)를 착신 단말기의 액정표시기(LCD)
상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부재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지를 알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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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호가 착신될 시 발신자의 정보에 대응하는 색깔이 LED에 표시되도록 
하거나 발신자의 정보에 따라 상이한 벨소리가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착신 가입자는 전화를 건 발신 가입자를 보다 편리
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수의 발신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착신 가입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발신 가입자의 정보가 단말기의 LCD상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신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요청시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수신하는 기지국과,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의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색깔을 상기 발광다이오드부가 표시하도록 상기 발광다이
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키는 착신 단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들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는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모드인 경우에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는 다수의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이 점등될 조건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의 착신 가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상기 착신 단말기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를 액정표시기(LCD)상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6.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부와,

기지국으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신호수신부와,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라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킴으로써 상기 발신자 정보
에 대응하는 색깔이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에 의해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 가
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다수의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이 점등될 조건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
리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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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의 착신 가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를 액정표시기(LCD)상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들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모드인 경우에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 가입자 확인 장치.

청구항 11.

발신 단말기와, 이동교환기와, 기지국 및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
다이오드부를 구비하는 착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발신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요청시 상기 이동교환기(MSC)가 억세스 채널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

상기 이동국이 상기 발신자 정보를 상기 기지국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이 상기 발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징 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기가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색깔을 상기 발광다이오드부가 표시하
도록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키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들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가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모드인 경우에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을 점등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단말기의 착신 가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상기 착신 단말기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를 액정표시기(LCD)상에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5.

원칩화된 발광다이오드(LED)들의 점등결과에 따른 혼합색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부와, 진동을 발생하는 모터와, 벨
을 생성하는 벨생성부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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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으로부터 호가 착신될 시 페이징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착신 알림 모드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알림 모드가 벨소리 모드인 경우 상기 확인된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는 벨이 생성되도록 상기 벨생성부를 제
어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알림 모드가 램프 모드인 경우 상기 확인된 발신자 정보에 대응하는 혼합색이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에 의해 
표시되도록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의 점등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알림 모드가 진동/램프 모드인 경우 상기 모터를 구동하고, 상기 확인된 발신자 정보에 대
응하는 혼합색이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에 의해 표시되도록 상기 발광다이오드부의 LED들의 점등을 제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알림 모드가 착신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모드로 세팅된 경우 발
신자에게 미리 설정된 음성메시지를 송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부는 적색 LED, 순녹색 LED 및 청색 LED가 원칩화된 3색 LED들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발신 가입자 확인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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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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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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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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