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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발신시 발신측 
단말기와 착신측 단말기간에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상태에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
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도록 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 패스, 음성 데이터 채널 용량. 스틸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CONNECT_PCLID_REQ 메시지, 
DISCONNECTED PCLID 메시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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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 내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에 소요되는 시간의 예들을 도시한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발신시 화상을 이용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Mobile Communication System)의 한 방식인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
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 방식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구분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차세대 이동 통
신 시스템인 비동기 방식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한다) 통신시스템을 일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W-CDMA 방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CDMA 2000등의 다른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도 적
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런 이동 통신 시스템은 현대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개인 정보 통신화에 적응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 통신 시스템이 개인 정보 통신화에 적응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호출기(Pager), 휴대 전화 
단말기(MS: Mobile Station)와 같은 사용자 단말기들이 기술발전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들에게 급속도로 보
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들의 휴대 전화 단말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
지 서비스, 일 예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와, 발신자 정보(Caller Information) 표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기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에서는 단순
히 상기 발신자의 전화번호 정보인 발신자 아이디(Caller ID)만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
서 수신측 사용자는 단순히 발신자 아이디만을 보고서 송신측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송신측 사용자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상대방의 상태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상대방이 통화중일 경우 혹은 상대방의 위치 추
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송신측에서는 성공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음성통화에 비해 저
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단문메시지 서비스는 단말기 대 단말기(Point To Poin
t) 수행 서비스로서 단문의 문자데이터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사용자들의 욕구, 일 예로 화
상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단문의 문자 데이터만을 전
송하는 것이 가능하여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데이터, 일 예로 화상(image) 데이터와 같은 비교적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송 데이터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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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패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 성향에 부합하도록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른 방법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
법에 있어서, 발신호가 발생한 발신측 단말기와 상기 발신호에 해당하는 착신측 단말기간에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하
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
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른 방법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
법에 있어서, 발신호가 발생한 발신측 단말기와 상기 발신호에 해당하는 착신측 단말기간에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하
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용량이 상기 화상 발신
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인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데이터 채널 용량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
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
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 단말기(UE: User Equipment)(106)의 연결(Connection)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
Process)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102)가 담당한다. 그리고 상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02)는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101)에 연결되며, 또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지국(Node B라 
칭한다)들(103),(104),(105)에 접속하는 단말기들에 대한 자원할당을 담당한다. 상기 기지국(Node B)들(103),(1
04),(105)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02) 및 코어 네트워크(101)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을 UTRAN(UMTS Terrest
rial Radio Access Network)이라 칭한다.
    

    
상기와 같이 상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02)가 상기 단말기(106)에 자원을 할당하여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기 단말기(106)는 순방향(Downlink) 또는 역방향(Uplink)의 전용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하 
DPCH라 칭한다)을 사용하여 통신을 지속시키게 된다. 상기 W-CDMA 시스템은 다수의 단말기들이 기지국(No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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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기를 맞추지 않는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상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02)는 하나의 기지국(Node B), 일 
예로 기지국(Node B)(103)을 통하여 다수의 단말기들과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은 상기 
기지국(Node B)(103)이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 각각의 신호를 구분해 낼 수 있도록 단말기 자신의 고유한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를 사용하여 상기 단말기 자신이 전송할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여 역방향 링크 신호로 전송한
다.
    

상기 도 1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 내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어부(111)는 상기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113)는 상기 단말기의 제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어
부(111)의 제어에 따라 발생하는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며,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단말기에서 발신시 발신
자 정보를 나타내는 화상 데이터, 일 예로 캐릭터 이미지(character image) 혹은 스틸 이미지(still image)와 같은 화
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발신자 정보를 단순히 나타내기 위한 화상 데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
고, 일종의 상업성을 가지는 화상 데이터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키입력부(115)는 다수의 다이얼링 디지트 키와, 메뉴(MENU)키 및 송출(SEND)키 등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키에 해당하는 키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제어부(111)로 전달한다. 특히 상기 키입력부(1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단말기의 모드(mode)를 상기 단말기에서 발신시 발신자 정보로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
리(113)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들중 하나를 화상 발신자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모드인 화상 발신자 정
보 선택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실제 화상 발
신자 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화상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는 상기 키입력부(115)상에 별도의 키로 구비될 수도 있고, 혹은 상기 키입력부(115)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상기 다수의 키들중 일부를 조합하여, 일 예료 " 메뉴키+다이얼링 디지트 1+다이얼링 디지트 3" 
과 같은 조합으로 구현할수 있으며,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 역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가능하다.
    

음성메모리(117)는 다수의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며, 음성처리부(119)는 상기 제어부(111)의 제어에 따라 상기 음성 
메모리(117)로부터 독출된 음성 메시지를 아날로그 처리하여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며, 또한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로부
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신호 처리한다.

    
송신부(121)는 상기 제어부(111)에서 발생한 신호를 입력하여 디지털 무선 변조하여 듀플렉서(123)로 전달한다. 상
기 듀플렉서(123)는 상기 송신부(121)로부터 전달받은 무선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출하며,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수신부(125)로 전달한다. 상기 수신부(125)는 상기 듀플렉서(123)로부터 전달받은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상
기 제어부(111)로 전달하고, 상기 제어부(111)는 상기 전달받은 신호에 상응하여 통화를 제어한다. 표시부(127)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Unit) 및 LED 등으로 구현되며, 상기 제어부(111)의 제어에 따라 수행되는 상기 단말
기의 제어 데이터 및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신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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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단말기 제어부(111)는 키입력부(115)로부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가 입력되면(311단
계) 상기 단말기의 동작 모드를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시킨다(313단계). 여기서,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라 함은 메모리(113)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들중 하나를 화상 발신
자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모드인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키이며, 상기 화상 데이터들
은 캐릭터 이미지(character image) 혹은 스틸 이미지(still image) 등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113)에 데
이터 베이스(data base)화하여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는 상기 메모리(113)에 저장
되어 있는 화상 발신자 정보들, 즉 이미지들중 하나를 선택받기 위한 모드로서 상기 이미지들 각각에 대응하는 번호나 
혹은 상기 이미지들 자체를 나열하여 상기 단말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이다.
    

    
이렇게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상기 제어부(111)는 상기 키입력부(115)로부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키 신호가 입력되는지 검사한다(315단계). 여기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
에서 선택가능한 다수의 이미지들중 하나를 선택한 선택신호를 의미한다. 일 에로 상기 다수의 이미지들이 1번부터 10
번까지 일련의 순서를 가지는 번호로 나열되어 있을 때 2번을 선택하면 상기 2번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선택되게 되는 
것이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상기 제어부(111)는 미리 설정한 설정시
간, 일 예로 5초가 경과되었는지 검사한다(317단계).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설정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기 제어
부(111)는 상기 설정시간을 지속적으로 대기하여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선택키 신호 입력을 대기한다.
    

    
한편,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11)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키 신호에 해당
하는 선택된 화상 발신자 신호를 버퍼링(buffering)한 후 종료한다(319단계). 여기서, 상기 선택된 화상 발신자 신호
를 버퍼링하는 이유는 상기 단말기가 발신시 상기 버퍼링되어 있는 선택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첨부하기 위해 대기시키
기 위함이다. 물론, 발신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직접 전환하여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여 발신할 수
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단말기에서 실제 호 발신 및 수신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도 4를 참조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발신측 단말기(UE)는 네트워크(network), 즉 기지국(Node B)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
C: Radio Network Controller)(102)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101)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착신측 단말기(UE)와 신호를 송수신한다. 먼저,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RRC_CONNECTION_REQ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11단계). 여기서, 상기 RRC RRC(Radio Resource Controller)_CONNECTION_REQ는 상기 발신측 단말
기가 발신을 위한 신호(signal)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채널(channel) 할당을 요청하는 메시지(mess
age)이다. 그리고, 상기 RRC 계층(layer)은 상기 네트워크의 무선 자원(radio resource)를 제어하는 계층이다. 이렇
게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네트워크로 상기 RRC_CONNECTION_REQ를 전송하면 상기 네트워크측은 상기 RRC_
CONNECTION_REQ를 수신하게 되고, 이에 상기 RRC_CONNECTION_REQ에 응답하여 상기 발신측 단말기 채널을 
셋업(setup)한 후 RRC_CONNECTION_SETUP 메시지를 상기 발신측 단말기에 전송한다(413단계). 상기 RRC_CO
NNECTION_SETUP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채널 셋업을 인식하고 RRC_CONNECTION_COMP
LETE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15단계). 이렇게 상기 411단계, 413단계, 415단계를 통해 상기 발신측 
단말기에 채널 할당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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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할당이 완료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CM_SERV_REQ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17단계). 여
기서 상기 CM(Call Management)_SERV_REQ 메시지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에 대한 환경 설정을 위한 메시지로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에 대한 CM 서비스(Service)를 요청하는 메시지로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와 네트워크간의 환경 설
정을 위한 CM 서비스 타입(Service type)과, 단말기 ID(identity)등의 파라미터(parameter)를 포함한다. 상기 CM
_SERV_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의 CM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는 CM_SERV_ACCE
PT 메시지를 상기 발신측 단말기로 전송한다(419단계).
    

    
이렇게 상기 417단계와 419단계를 통해 상기 발신측 단말기와 네트워크간의 환경 설정이 완료된 후 상기 발신측 단말
기는 CC_SETUP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한다(421단계). 여기서, 상기 CC_SETUP 메
시지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의 발신(originating)을 위한 메시지로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의 환경 정보에 관련된 파라미
터들을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즉 상기 CC_SETUP 메시지의 착신측에 해당하는 착신측 단말기가 존재하는 기지국
(Node B)으로 상기 CC_SETUP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착신측 기지국(Node B)은 상기 CC_SETUP 메시지에 해당
하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호가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페이징 메시지(PAGING TYPE 1)를 전송한다(423단계). 그
러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채널 할당을 받기 위해 RRC_C
ONNECTION_REQ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25단계). 여기서, 상기 RRC RRC(Radio Resource Controller)_
CONNECTION_REQ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가 착신을 위한 신호(signal)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채널
(channel) 할당을 요청하는 메시지(message)이다. 이렇게 상기 착신측 단말기가 상기 네트워크로 상기 RRC_CONN
ECTION_REQ를 전송하면 상기 네트워크측은 상기 RRC_CONNECTION_REQ를 수신하게 되고, 이에 상기 RRC_CO
NNECTION_REQ에 응답하여 상기 착신측 단말기 채널을 셋업(setup)한 후 RRC_CONNECTION_SETUP 메시지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에 전송한다(427단계). 상기 RRC_CONNECTION_SETUP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채널 셋업을 인식하고 RRC_CONNECTION_COMPLETE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29단계). 이렇게 
상기 425단계, 427단계, 429단계를 통해 상기 착신측 단말기에 채널 할당이 완료된다.
    

    
상기 네트워크측과 채널 할당이 완료되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페이징 응
답(PAGING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측, 특히 상기 착신측 기지국(Node B)으로 전송한다(431단계). 상
기 페이징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CC_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433단계). 여
기서, 상기 CC_SETUP 메시지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CC_SETUP 메시지가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수신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CC_SETUP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발신호에 
대한 착신을 수행함을 확인하는 CALL CONFIRM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발신측 단말기로 전송한다(43
5단계). 여기서, 상기 CALL CONFIRM 메시지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에서 상기 코어 네트워크(101)로 전송되는 것이
고, 이에 상기 코어 네트워크(101)가 상기 CALL CONFIRM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착신측 단말기의 정보를 수
신하여 상기 발신측 단말기로 전달한다(CALL PROCEEDING)(437단계).
    

    
그러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 정보를 수신한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의 발신호의 통화에서 발생하는 음성데
이터(voice data)를 전송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로 무선 베어러를 셋업하기 위한 
RB(Radio Barer) 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착신측 단말기 역시 상기 발신호를 착신함에 따라 형
성되는 통화에서 발생하는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상기 RB SETUP 메시지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439단계). 이렇게 상기 발신측 단말기와 착신측 단말기의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에 의해 상
기 채널이 형성되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형성된 채널을 통해 상기 발신측 단말기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수신하
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발신측 단말기와 데이터 패스(data path)를 형성
하기 위한 화상 발신자 정보 연결 요구(CONNECTION_PCLID_REQ) 메시지를 전송한다(4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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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착신측 단말기로부터 상기 CONNECTION_PCLID_REQ 메시지를 수신한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DATA PATH)를 생성한다(447단계). 여기서, 상기 데
이터 패스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패스로서,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용량이 상기 음성 데
이터를 송수신하면서도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에 문제가 없는 용량을 가질 경우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일부를 할당하여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용량이 상기 음성 데이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하기에 불가
능한 용량을 가지는 경우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패스, 즉 데이터 채널을 형성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기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용량이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 유지를 위한 제어 신호들(control signalling)과 
음성 데이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 즉 스틸 이미지 데이터를 가산한 용량을 초과할 경우(음성채널용량&gt
; 제어 신호들+음성 데이터+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 상기 데이터 패스를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상기 음성 데이터 채
널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된다. 이와 반대로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데이터 용량이 상기 제어신호들과, 음성 데이터와,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가산한 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
터 패스, 즉 채널을 새롭게 형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데이터 패스를 별
도의 새로운 채널로 형성하는 경우를 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전송되는 
시간의 예들을 나타내면 도 5와 같으며, 이는 하기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렇게 데이터 패스가 생성된 상태에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사용자가 선택하여 버퍼링해놓은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한다(449단계). 이렇게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완료한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DISCONNECTED PCLID 메시지를 전송한다(451단
계). 여기서, 상기 DISCONNECTED PCLID 메시지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발신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
터를 전송완료함에 따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연결하였던 데이터 패스를 제거하기 위한 메
시지이다.
    

    
상기 DISCONNECTED PCLID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패스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
크로 무선 베어러를 재구성하기 위한, 즉 상기 데이터 패스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RB RECONFIGURE)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RB RECONFIGURE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발신측 단말기간 무선 베어러를 재구성하여 상기 데이터 패스를 제거한다(453단계). 이렇게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가 제거되면 상기 발신호에 대해서 상기 착신측 단말기에서는 호가 착신되었음을 나타내는 
경보(ALERT)가 발생된다(455단계). 여기서 상기 경보는 상기 착신호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링(ring) 혹은 멜로디(m
elody)와 같은 벨이 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착신측 단말기에 경보가 발생하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수
신된 상기 발신측 단말기의 화상 발신자 정보를 보고서 통화를 알지 아니면 통화를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통화를 하기 위한 통화요구가 감지되면 상기 착신측 단말기는 상기 발신측 단말기로 통화를 연결하고(CO
NNECT)(457단계) 이렇게 통화가 연결됨에 따라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
게 되는 것이다(467단계).
    

그러면 상기에서 설명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의 예들을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에 소요되는 시간의 예들을 도시한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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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할 때 LCD(Liquid Crystal Display unit)의 종류와, 채널
의 종류(채널 속도에 따른 종류)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해진다. 상기 L
CD 종류에 따라 한 픽셀(pixel)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들의 수가 달라지며,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의 이미지 종
류, 일 예로 QCIF 이미지인지 혹은 SQCIF 이미지인지에 따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들의 수가 달라지며, 상기 채
널의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일 예로 16K, 32K, 64K, 128K 인지에 따라서 동일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
들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일 예로 상기 도 5의 테이블에서 SQCIF 이미지를 32kpbs 채널로 모노(mono) LCD(1pixc
el=1bit)에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0.3초가 소요된다. 즉, SQCIF(        )=12288, CHANNEL=32kbps ===> 속도=
12288/32=0.384(초)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발신측 단말기에서 발신측의 발신자 정보를 화상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신측 단
말기 사용자가 직접 화상으로 식별 가능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상승시킬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에 일 예로 광고사진과 같은 화상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가능하여 발신자 정보의 효율
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발신측 단말기와 착신측 단말기간에 단순히 음성 데이터와 문자데이터뿐만 
아니라 화상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 욕구 역시 극대화시킬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발신호가 발생한 발신측 단말기와 상기 발신호에 해당하는 착신측 단말기간에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데이터 패스를 해제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 해제 메
시지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패스 해제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측 단말기는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
터 패스를 해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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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는 캐릭터 이미지, 스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발신호 발생 이전에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를 입력받으면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자신의 동작 모드를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로 부가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받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6.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발신측 단말기에서 발신시 전송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한 이후 발신호가 감지되면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해당 착신측 단말기와 음성 데이터 채
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데이터 패스를 해제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 해제 메
시지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패스 해제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측 단말기는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
터 패스를 해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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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는 캐릭터 이미지, 스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를 입력받으면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자신의 동작 모드를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로 부가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받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0.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신 방법에 있어서,

발신시 전송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한 이후 발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착신측 단말기와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
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상기 선택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데이터 패스를 해제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 해제 메시지를 상기 착신측 단
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는 캐릭터 이미지, 스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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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를 입력받으면 자신의 동작 모드를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로 부가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받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발신호가 발생한 발신측 단말기와 상기 발신호에 해당하는 착신측 단말기간에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설정한 후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의 용량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추
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인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데이터 채널 용량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음성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데이터 채널 용량이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 이하일 경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착신측 단말기와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패스를 통해 화상 발신자 정보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데이터 패스를 해제하기 위한 데이터 패스 해제 메
시지를 상기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패스 해제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측 단말기는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
터 패스를 해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데이터는 캐릭터 이미지, 스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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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상기 발신호 발생 이전에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키를 입력받으면 상기 발신측 단말기는 자신의 동작 모드를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상기 화상 발신자 정보 선택 모드에서 상기 발신호에 대한 화상 발신자 정보로 부가할 화상 발신자 정보를 선택받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 발신자 정보 송수신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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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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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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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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