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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는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기 복수 개의 수신

자 상황 모드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와,

사용자에 의해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

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

를 나타내는 코드를 자신의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수신자 상황 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해제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와 기지국, 교환기 사이의 발신 및 착신 호처리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

도 5은 본 발명을 UMTS에 적용한 경우의 호 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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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등록하 기 위한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표시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수신하는 경우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히 말하자면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이동 통신 단말기는 호를 수신하면 벨소리 또는 진동을 발생하거나 발광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착신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착신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 예컨대, 회의 또는 공연 관람중이면 벨소리 모드를 

진동 모드로 변경하거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을 오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벨소리를 차단한다. 그러면, 발신자는 

수신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발신을 하게 되지만, 수신자는 계속해서 

착신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신자가 불필요한 접속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발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는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하고 

또한, 이동 통신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불 필요한 무선 환경을 점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착신에 응답하지 못하는 수신자가 자신의 상황 모드를 이용하여 발신자에게 현재 수신자의 상황을 전달한

다면 발신자는 계속적인 호 발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발신자는 선택적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연락하거나

수신자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호 발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신자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동 통신 단말기 내의 상황 모드를 이용하여 설정함으로써 

발신자에게 수신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통화 접속을 줄임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의 단말기 및 

기지국의 시스템적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복수 개

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는 테이블

을 저장하고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

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와, 사용자에 의해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는 코드를 자신의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제어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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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의 접속 절차는 발신 단말기(Mobile Oriented)가 호 접속을 

원할 때에 발신 단말기측의 기지국과의 동기 및 채널 할당의 과정을 수행하고 요구하는 통화 형태가 음성 통화임을 

알리면 착신 단말기(Mobile Terminated)측의 기지국이 착신 단말기측으로 원하는 서비스 종류가 음성 통화임을 알

리는 메시지와 서비스 연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착 신호는 서비스 연결 완료 메시지를 기지국에 알리

는 방식으로 통화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 준다.

본 발명은 수신 대기 상태에서 착신에 응답할 수 없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동 통신 시스템

에 등록하면 이동 통신 시스템이 발신자에게 수신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발신자가 수신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착신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을 경우에 홈 위치 등록기에 사전

에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신자 상황 모드를 등록하고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켰을 때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한 

수신자에게 음성 통화를 위한 착신호 등이 발신되면 이동 통신 망 내의 홈 위치 등록기에 해당 수신자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조사하여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었을 경우 교환기는 착신 단말기로 착신호를 연결하지 않고 해당 수신자 

상황 모드를 안내하는 메시지 또는 음성 데이터를 발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발신자는 수신자가 음성 통화 

등을 위한 착신호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발신자는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음성 통화 이외의

다른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하게 되므로 발신자의 시간 낭비를 막고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

지국과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에서는 수신자의 호 접속 거부를 완전한 호 절차 과정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알게 되므로 이후의 호 처리 단계에서 사용되는 무선 자원을 절약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

지국 안의 셀(Cell)에서 무선 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음성 통화 등의 착신호에 응답할 수 없는 사용자가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수신자 상

황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키를 입력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는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을 위한 코드를 해당 기지

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은 접속된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교환기로 전송한다. 교환기는 이

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한 데이터를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

R 이라 칭함)에 등록시킨다. 이에 따라 HLR은 교환기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신 단말기(110)가 착신 단말기(16

0)에 호를 연결하기 위해 발신 기지국(120)을 통해 교환기(130)에 접속하면 교환기(130)는 호를 연결하기 위해 홈위

치 등록기(140)에 착신 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면 홈위치 등록기(140)는 해당 착신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

고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한 정보를 교환기(130)에 전송한다. 교환기(130)는 홈위치 등록기(140)로부터의 정보로부

터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호 설정을 위한 채널을 착신 기지국(150)을 통해 착신 단말기(160)로

형성하지 않고 발신 단말기로 해당 수신자 상황 모드에 따른 데이터, 예컨대 SMS 메시지 또는 음성 안내 메시지를 전

송한다. 이러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문자, 벨소리, 음악, 그림, 동영상, 사진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160)는 단계 210에서 사용자로부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중 소정

의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을 위한 키를 입력받으면, 이를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교환기(130)로 전송한다. 여

기에서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는 교육 중, 회의 중, 수업 중, 운전 중, 목욕 중, 화장실 이용 중, 식사 중, 공연 관

람 중, 운동 중, 취침 중, 도서관 이용 중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이동 통신 시스템(180)

에 설정함으로써 발신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착신에 응답하지 못함을 알릴 수 있다. 그

러면, 교환기(130)는 단계 212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160)로부터 수신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

에 따른 정보를 HLR(140)로 전송한다. HLR(140)는 단계 214에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고 단계 216에서 그 결과를 교환기(130)를 통해 착신 단말기(160)에 전송한다. 이후 착신 단말기(160)는 단계

218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부에 표시하고 호를 해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해제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160)는 단계 220에서 사용자로부터 설정된 수신자 상황 모드 해제를 위

한 키를 입력받으면, 이를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교환기(130)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이동 통신 시스템(180)

에 설정된 수신자 상황 모드를 해제함으로써 발신자로부터의 착신호를 수신하여 이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교환기(130)는 단계 222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160)로부터 수신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수신자 상황 모드 해제에 따

른 정보를 홈위치 등록기(140; 이하 HLR로 칭함)로 전송한다. HLR(140)은 단계 224에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수신자

상황 모드를 해제하고 단계 226에서 그 결과를 교환기(130)를 통해 착신 단말기(160)에 전송한다. 이후 착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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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는 단계 228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부에 표시하고 호를 해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발신 및 착신 호처리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은 착신 단말기의 상황 모드 설정을 아이들(Idle) 상태에서 기지국이 단말기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보낼 

때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하 여 이 내용을 코어 네트워크(C/N)에 다시 올린 상태(C/N 메모리, 또는 HLR 

등에 저장)에서 발신자 단말기가 호 접속을 요구해 올 때 초기에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를 알려 준다. 그러면 코어 네

트워크는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를 내부의 메모리(HLR등)에 저장하고 있다가 발신 단말기의 호 접속 요구가 올 경우 

내부의 메모리(HLR등)에 저장된 데이터 테이블과 착신 단말기가 등록한 상황모드 정보를 비교하고 그 값을 참조하여

발신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상황모드 테이블에 맞는 값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 코너 네트워크는 발신 단말기의 호 접속 초기 단계에 이것이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

는 통신 서비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착신 단말기(160)는 단계 512에서 전원 온되면 단계 514로 진행하여 셀 서치(cell search)

를 행하고 아이들 모드(Idle Mode) 상태가 된다.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아이들 상태는 기지국과 동기화한 상태에서 

착신 및 발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착신 단말기(160)의 사용자가 단계 516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

면 착신 단말기(160)는 단계 518에서 자신의 위치 등록을 위한 메시지 전송 시에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교환기(130)에 전송한다. 그러면 교환기(130)는 단계 520에서 HLR(140)에 위치 정보 뿐 아니라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즉, 교환기(130)는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갱신할 때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후, 발신 단말기(110)가 단계 530과 같이 MO Call 접속 요구가 있을 경우 단계 532에서 발신 기지국(120)과 RRC(

Radio Resource Control) 접속하고 단계 534 에서 교환기(130)로 착신 단말기(160)와의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

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신호를 전송한다(CM Service Request). 그러면 교환기(130)는 착신 단말기(16

0)에 대한 위치 정보 등을 HLR(140)로부터 독출하여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착신 단말

기(160)의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된 경우에는 교환기(130)는 착신 단말기로의 호 연결을 위한 채널을 형성하지 않

고 단계 538에서 발신 단말기(110)로 수신자 상황 모드의 설정 및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발

신 단말기(110)는 단계 538에서 착신 단말기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540에서 발신 단말기는 

수신자 상황모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교환기(130)는 단계 542에서 발신 단말기(110)로 음성 메시지 및 연

락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신 단말기(110)가 단계 544에서 교환기(130)로 해당 데

이터를 입력하면 교환기(130)는 단계 546에서 발신 단말기(110)와의 RRC를 해제한다. 발신 단말기(110)는 단계 54

8에서 RRC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RRC 해제 완료 메시지를 교환기(130)에 전송한다.

도 5은 본 발명을 UMTS에 적용한 경우의 호 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는 무선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유럽 표준이다. 도 7에서 착신 RNC-T(Radio Network Controller Terminated)(610) 및 발신 RNC-O(Radio Netw

ork Controller Originated)(660)는 무선 제어국으로서 유무선 채널 관리 단말기 프로토콜 정합, 기지국 프로토콜 정

합 및 제어로 처리 기능 등을 담당한다.

먼저 착신 단말기(160)의 사용자가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면 RNC-T(610)를 통해 HLR(640)에 위치 갱신 메시

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상태로 가정한다. 발신 단말기(110)가 RNC-O(66

0)에 RRC 접속하여 착신 단말기(160)로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발신하면 RNC

-O(660)는 단계 601에서 MSC-S-O/VLR(650)로 호 접속 요구(CM Service Request)를 RANAP(Radio Access N

etwork Application Protocol)를 통해 전송한다. 그러면 MSC-S-O/VLR(650)는 단계 602에서 RNC-O(660)에게 

접속 확인(CM Service Accept)에 대한 아크(Ack)를 전송한다. 그에 따라 RNC-O(660)는 단계 603에서 착신 단말

기(160)에 대한 직접 전송 요구(Dierct Transfer)를 MSC-S-O/VLR(650)에 전송하면 MSC-S-O/VLR(650)는 단계

604에서 직접 전송 요구(Dierct Transfer)에 대한 아크(Call proceding)를 RNC-O(660)로 전송한다. 이어서 MSC-

S-O/VLR(650)는 단계 605에서 HLR(640)으로 MAP(Management Application Protocol)를 통해 발신 단말기(660

)에 대한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를 전송한다. 그러면 HLR(640)은 착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더불어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HLR(640)은 착신 단말기

로의 호 연결을 위한 채널을 형성하지 않고 단계 606에서 RNC-O(660)에게 수신자 상황 모드의 설정 및 종류를 알리

는 메시지(606)를 전송한다. 그리고 HLR(640)은 단계 607에서 MSC-S-T/VLR(620)에 로밍 넘버를 전송하고 이어

서 MSC-S-T/VLR(620)는 단계 608에서 로밍 넘버에 대한 아크(Ack)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단계 609에서 HLR(64

0)은 MSC-S-O/VLR(650)에게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여 호 설정을 해제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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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서 제어부(112)는 통상적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음성 통화나 데이터 통신 등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위한 블

록이며, 본 발명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신자 상황 모드에 따른 처리를 행한다. 그러므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어부(112)의 처리 및 제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메모리(118)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동작 제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118)는 본 

발명에 따라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

는 설정값 테이블을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설정값 테이블은 교육 중, 회의 중, 수업 중, 운전 중, 목욕 중, 화

장실 이용 중, 식사 중, 공연 관람 중, 운동 중, 취침 중, 도서관 이용 중 등과 같이 다양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

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 설정을 위한 고유의 코드를 각각 갖는다. 또한, 설정값 테이블은 이러한 수

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아이콘 또는 음성 메시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중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선택하면 제어부(112)는 선택된 수

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를 메모리(118)에 저장하여 둔다. 이후 아이들(Idle) 상태에서 기지국이 단말기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보낼 때 제어부(112)는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이 수신자 상황 모드를 기지국으로 전송

한다.

이러한 설정값 테이블은 각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12)는 음성 통화 또는 실

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신호에 대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코드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12)는 메모리(118)에 저장된 설정값 테이블을 참조하여 수신자 상황 모드의 코드에 대응하

는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를 수신자 상황 모드 입출력 장치(114)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수신자 상황 모드 입출력 장치(114)는 마이크, 스피커 또는 디스플레이부와 같은 표시부 및 키패드와 같은 입력부를 

포함한다. 입력부는 다수의 숫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하여 사용자에 의한 키 입력에 따른 키 데이터를 제어부(114)에 

제공한다. 표시부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장

치가 될 수 있다.

제어부(112)와 연결된 RF(Radio Frequency) 모듈(116)은 안테나를 통해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베이스밴드 처리부(도시 생략)를 통해 제어부(112)로부터 입력되는 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신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하여 베이스밴드 처리부를 통해 제어부(112)에 제공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본 발명을 설명

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만을 도시하였으며, 그 외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도 1 및 도 7을 참조하면, 발신 단말기(110)와 착신 단말기(160)는 코어 네 트워크(180)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도 7

의 코어 네트워크(180)는 도 1에서 기지국(120,150), 교환기(130) 및 홈위치 등록기(14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

었지만, 당업자라면 발신 단말기(110)와 착신 단말기(160)를 연결하기 위한 모든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7에서 발신 단말기(11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이크, 스피커 또는 디스플레이부와 같은 표시부와 키패드와 같은 

입력부를 포함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입출력 장치(114)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착신 단말기(160)는 복수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갖는 설정값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

리(162)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코어 네트워크(180)도 착신 단말기와 유사하게 복수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갖는 설정값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182)를 포함한다. 코어 네트워크(180)의 메모리(182)는 각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10)에 제공하는 소정의 데이터 예컨대 SMS 메시지, 전화번호 또는 음성 안내 메시지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가입자가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등을 위한 착신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 단말기(160)는 단계 402에서 코드 네트워크(180)에 호접속하고 단계 404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

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값을 메모리(162)의 설정값 테이블을 참조하여 독출한다. 이어서 착신 단말기

(160)는 단계 406에서 코어 네트워크(180)에 전송하여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한다. 이후 발신 단말기(110)가 단계

408에서 소정의 착신 단말기(160)에 호발신을 위해 호 접속하면 코어 네트워크(180)는 착신 단말기(160)가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였으면 단계 410에서 코어 네트워크(180)의 메모리(182)를 참조하고 단계 412에서 해당 수신자 

상황 모드에 따른 데이터, 예컨대 SMS 메시지 또는 음성 안내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발신 단

말기(110)에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기(110)는 수신자 상황 모드를 표시부(114)를 통해, 예컨대 SMS 메시지나 

MMS 메시지이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음성 안내 메시지이면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이후 발신 단말기(11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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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180) 네트워크로부터 착신 단말기(160)의 사용자에게 음성 메시지 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 등의 입력 요구를 

수신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발신 단말기(110)의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코어 네트워크(180)에 전

송하면, 코어 네트워크(180)는 이후 착신 단말기(160)의 사용자에게 발신 단말기(110)로부터의 음성 메시지 또는 전

화번호를 제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발신 단말기(110) 및 착신 단말기(160)는 모두 전술한 바와 같은 복수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

타내기 위한 코드를 갖는 설정값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112,162)를 포함한다. 따라서, 착신 단말기(160)가 수신

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도록 코어 네트워크(180)에 호 접속한 후(302),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수신자 상황 모

드에 따른 코드값을 메모리(162)를 참조하여(162) 코어 네트워크(180)로 전송한다(306). 이후 발신 단말기(110)가 

착신 단말기에 호 발신(308)하면 코어 네트워크(180)는 착신 단말기(160)가 설정하여 둔 테이블값을 발신 단말기(11

0)에게 전송한다(310). 이에 따라 발신 단말기(110)는 수신된 코드에 따라 메모리에 저장된 설정값 테이블을 참조하

여(312) 해당 수신자 상황 모드에 따른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314).

또한, 이동 통신 단말기가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교환기에 접속하면, 교환기에서 복수의 수신자 상황 모

드를 선택하기 위한 안내 화면 등을 전송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동 통신 단말기는 복수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갖는 설정값 테이블을 저장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등록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 수신자 상황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도 6 및 도 9를 참조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제어부(112)는 단계 700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에 진입하는 지를 체크

한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수신자 상황 모드 입출력 장치(114)의 입력부, 예컨대, 키패드 상의 소정 키를 누

름으로써 수신자 상황 모드에 진입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한 번의 키누름으로 수신자 상황 모드에 진입하도록 키

패드 상에 단축키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어서 제어부(112)는 수신자 상황 모드에 진입하면 복수 개의 선택 가능한 수

신자 상황 모드 종류를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이콘 및 그에 따른 문자 정보로서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또는 

제어부(112)는 이러한 수신자 상황 모드 종류를 소정의 문 자 정보로서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 수신자 상

황 모드 종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 중, 회의 중, 수업 중, 운전 중, 목욕 중, 화장실 이용 중, 식사 중, 공연 관람 중,

운동 중, 취침 중, 도서관 이용 중 등이 될 수 있다. 제어부(112)는 사용자가 표시부 상에 디스플레이된 복수 개의 수

신자 상황 모드중 하나를 선택하면 설정값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를 메모리(11

8)에 저장하여 둔다. 이어서 제어부(112)는 단계 706에서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단말기 위치 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는 지를 체크한다. 제어부(112)는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단말기 위치 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계 708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위치 등록 메시지와 함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는 코드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코어 네트워크(

180)는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코드를 메모리(182)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코어 네트워크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한 호 접속 요구를 수신하면 메모리(182)에 저장된 착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동시에 수신자 상황 모드의 설정 여부를 체크한다.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코어 

네트워크(180)는 착신 단말기에게 호 연결을 위한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발신 단말기로 호 접속 요구에 대

한 응답 메시지 대신에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정보를 무선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를 수신하는 경우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 내지 도 11을 참조하면, 먼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제어부(112)는 단계 720에서 사용자가 음성 통화 등을 위한 

호 발신하는 지를 체크한다. 사용자가 호 발신하면 제어부(112)는 단계 722에서 착신 단말기(160)와의 음성 통화 또

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신호를 코어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이어서 제어부(112)는 단계 72

4에서 기지국으로부터 호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지 또는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코드를 수신하

는 지를 체크한다. 제어부(112)는 호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계 728로 진행하여 기존의 호 처리

절차를 행한다.

만약 제어부(112)는 호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 대신에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코드를 수신하면 단계 730으

로 진행하여 예컨대, 메모리에 저장된 설정값 테이블을 참조하여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

한 코드에 대응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에 관한 정보를 수신자 상황 모드 입출력 장치(114)에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제어부(112)는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음성 메시지 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 등

의 입력 요구를 수신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코어 네트

워크로 전송하면, 이후 코어 네트워크는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발신 단말기(110)로부터의 음성 메시지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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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전송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착신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이동 통신 시스템에 수신자 상

황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신자는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 이외의 다른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하게 되므로 발신자의 시간 낭비를 막고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지국과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수신자의 호 접속 거부를 완전한 호 절차 과정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알게 되므로 이후의 호 처리 단계에서 사용되는 무선 자원을 절약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

지국 안의 셀(Cell)에서 무선 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는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

한 코드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와,

사용자에 의해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택된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

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

를 나타내는 코드를 자신의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신호를 전송한 후 상기

발신호에 응답하여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수신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에 대응하

는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는 아이콘 및 음성 메시지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는 

테이블을 제공받는 단계와,

사용자에 의해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를 독출하는 단계와,

위치 등록 요구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는 코드를 자신의 

단말기 위치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신자 상황 모드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갖는 

테이블을 제공받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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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화 또는 실시간 응답을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신호를 전송한 후 상기 발신호에 응답하여 수신자 상

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수신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와,

수신자 상황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수신하면,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에 대응하는 수신자 상황 모

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는 아이콘 및 음성 메시지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소정의 수신자 상황 모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해 호 발신되면,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의 호 채널을 할당하지 않고 상기 수신자 상황 모

드를 알리기 위한 정보를 상기 호 발신한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호 발신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를 알리기 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상황 모드 정보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홈위치 등록기의 각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자 상황 모드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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