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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

요약

링백톤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통화연결대기 상태표시 정보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호 착신자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
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음성채널로 단시간 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 무선통
신 시스템은 임의의 발신단말기로부터 착신단말기로의 호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착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발신단말
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고 착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선통신 시스템은 발신단말기를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에 라우팅함으로써, 기계적인 링백톤 대신에 해당 착신가
입자가 사전에 설정해놓은 텍스트나, 사진 또는 아바타와 같은 정지영상, 동영상,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요소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발신단말기에 제공되도록 하여 발신단말기에서 이
에 상응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재생되게 한다.

대표도

도 4a

색인어

링백톤, 통화연결음, 통화대기음, 멀티미디어, 영상, 화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데이터의 포맷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착신측 교환기에서의 기본 호상태모형(T_BCSM)의 일 예를 보여주는 상태천이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면 및 명세서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발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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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신단말기

20: 무선통신 시스템

22, 28: 기지국

24: O_MSC/VLR(Originating Mobile Switching Center / Visitor Location Register, 발신측 교환기)

26: T_MSC/VLR(Terminating Mobile Switching Center / Visitor Location Register, 착신측 교환기)

30: HLR(Home Location Register, 홈위치 등록기)

40: IP(Intelligence Peripheral, 지능형 주변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망에서의 호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발신단말기에 링백톤으로 착신자가 사전에 선택
한 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화연결대기 상태표시 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무선 통신망에서 발신자가 호를 발신하면, 착신단말기를 관장하는 교환기는 착신자의 응답이전에 발신단말기에 대해 통
화연결음 즉, 링백톤(Ringback Tone)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정한 주파수와 단속주기를 갖는 획일적인 톤대신에
착신자가 사전에 선택한 대체음을 들려주는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도 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
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대체음을 선택하여 등록함으로써 자신에게 착신되는 호에 대해 해당 대체
음이 발신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따르면, 각 서비스 이용자가 획일적인 톤 대신에 고유의 대체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용자의 개성이 부각될 수 있고 발신자가 착신자의 응답 이전에 오접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
지만, 각 이용자에 대한 대체음이 컨텐츠 제공자들이 편집한 음원들의 조합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체음을 이용하
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통례이어서 각 이용자의 개성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현재의 링백톤 대체음은
통상적인 링백톤과 마찬가지로 소리 형태로 착신단말기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기 때문에, 착신자가 응답할 때까지 발신
자는 단말기 스피커를 계속 자신의 귀에 대고 대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발신자 입장에서 통상적인 링백톤 수신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링백톤 대체음에 비주얼(Visual)한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정지영상 데이터를 발신단말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위해 기존에 설정된 회선자원을 해제하고 다시 패킷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시
스템 내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링백톤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통화연결대기 상태표시 정보의 형태
를 다양화함으로써 호 착신자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회선자원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시스템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한다.

아울러,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구현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데이터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발신단말기에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다른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은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
는 교환시스템을 구비하며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무선통신 시스템은
임의의 발신단말기로부터 착신단말기로의 호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착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발신단말기가 멀티미
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고 착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선통신 시
스템은 발신단말기를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에 라우팅함으로써, 기계적인 링백톤 대신에 해당 착신가입자가 사전
에 설정해놓은 텍스트나, 사진 또는 아바타와 같은 정지영상, 동영상,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요소 중 어느 하
나 또는 이들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발신단말기에 제공되도록 하여 발신단말기에서 이에 상응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재생되게 한다. 이후, 착신단말기가 응답하면, 해당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의 재생이 중단
되고, 발신단말기 및 착신단말기 간에 통화로가 연결되어 정상통화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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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는 발신가입자가 착신가입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후 발신단말
기와 교환시스템 간에 할당되는 유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즉,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음성호
경로 이외의 별도 채널을 할당하는 대신에, 발신단말기 및 교환시스템간에 형성되는 음성호경로를 통해 멀티미디어 링백
톤 대체음 데이터가 발신단말기에게 제공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호경로를 통해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와 음성호신호를 전달함에 있어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
체음 데이터 중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 데이터가 짧은 시간 내에 발신단말기에 제공되어 영상이 자연스럽게 재생될 수 있도
록,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을 구비한 발신단말기로부터 호접속 요구가 수신되는 때에는 교환시스템이 통상적
인 음성호에 비해 넓은 대역폭을 해당 호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발신단말기로부터의 자원할당을 요구
받은 기지국은 교환시스템과의 유선자원 할당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
이 있는 기종인지를 판단한 후, 재생능력 유무에 따라 채널 모드를 달리하여 재생능력이 없는 단말기로부터의 호접속 요구
에 대해서는 음성통신에 적합한 통상적인 음성 모드(Voice Mode)의 유선자원을 할당하되 재생능력이 있는 단말기로부터
의 호접속 요구에 대해서는 상기 음성 모드(Voice Mode)보다 용량이 큰 음성/데이터 모드(SVM Mode)의 유선자원을 할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발신단말기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패킷에 포함되는 패킷 타입 식별자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
체음 패킷을 인식하고 이 데이터에 포함된 각 멀티미디어 요소를 구분하여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적재되어 실행된
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교환
기에 접속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다. 서버 시스템은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선택
에 따라 텍스트, 정지영상, 동영상,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와 음향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저장해둔다.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이용자에 대한 호접속 요구가 발생되는 경우, 서버
시스템은 무선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이용자의 식별코드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저장 수단에 저장
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무선통신 시스템과의 사이에 형성된 호경로를 통해 발신자에게 제공한다. 마지막
으로, 상기 이용자가 발신자로부터의 호에 응답하는 경우, 무선통신 시스템으로부터의 호해제 요청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
템과의 호를 종료하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음성 채널에 적합한 형태로 포맷팅하여 발
신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식별자를 부가하여 발신자에게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신자에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에는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요소
들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버 시스템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도시된
무선통신 시스템(20)은 ARIB, CWTS, ETSI, T1, TTA, TTC 등이 참여한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2002년 12월 발표한 "Customized Applications for Mobile network Enhanced Logic (CAMEL) Phase 4,
CAMEL Application Part (CAP) Specification (Release 5)"에 규정된 규약이 적용되는 GSM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선 표준과 관계없이 그리고 CAMEL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타의 시스템에서도 이를 변형하여 구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무선통신 시스템(20)은 발신단말기(10)가 착신단말기(20)로 전화를 시도할 때, 발신단말기(10)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
음을 재생할 수 있는 기종이고 착신단말기(12)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착신단말기
(20)가 응답할 때까지 발신단말기(10)에 대해서 통상적인 링백톤 대신에 착신단말기(20)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멀티미
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라 함은 '음향', '텍스트', 착신자의 아바타나
사진과 같은 '정지영상', 짧은 '동영상',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도 1의 무선통신 시스템(20)에 있어서, 기지국(22)은 발신단말기(10)로부터 수신한 상향 트래픽신호를 복조하여 발신측
교환기(24)에 제공하며, 발신측 교환기(24)로부터의 하향 트래픽신호를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발신단말기(10)에 제공
한다. 무선통신 시스템(20)이 2G 혹은 2.5G 시스템인 경우 기지국(22)과 발신측 교환기(24) 간의 최초 유선 자원할당 흐
름은 IS-95 계열의 규격을 따르며, 무선통신 시스템(20)이 3G 시스템인 경우 기지국(22)과 발신측 교환기(24) 간의 최초
유선 자원할당 흐름은 AAL 시그널링 규격을 따른다. 기지국(28)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착신측 교환기(26)와 착신단말기
(12)간의 신호 송수신을 중계한다. 도 1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발신단말기(10) 및 착신단말기(12)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교환기와 기지국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시스템(20)에는 다수의 교환기가 계층적으로 접속되고 기지
국(28) 역시 다수가 설치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도 1에서 발신측 교환기(24) 및 착신측 교환기(26)의 역할이 서로
바뀔 수 있고 하나의 물리적 교환기가 이 두 교환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기지국 역시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HLR(30)는 주지된 바와 같이 무선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정보 및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
는 망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갖는 레지스터이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르면, HLR(30)는 각 단말기에 대한 멀티미디어 링백
톤 대체음 재생가능 여부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여부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라우팅하기 위
한 정보를 저장한다. 발신측 교환기(24) 및 착신측 교환기(26)는 No.7 신호망을 매개하여 서로 접속되며, 아울러 HLR(30)
에도 접속된다. 착신측 교환기(26)는 착신단말기(12)가 위치등록을 수행하면, 해당 단말기 위치정보를 HLR(30)에 등록하
고, 이때 HLR(30)로부터 해당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여부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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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정보를 받아들여 VLR에 저장해두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말기에 호가 착신될 때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게 된다. 도 1에는 발신측 교환기(24) 및 착신측 교환기(26)가 하나의 HLR(30)에 접속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 교환기가 서로 다른 HLR에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 32)는 No.7 신호망을 통해 착신측 교환기(26)에 접속되어, 착신측 교환기(26)로부터 수신한 정
보의 적격성 검사를 수행하고 라우팅정보 번역 등의 서비스 제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착신측 교환기(26)의 동작을 제어
한다. 착신측 교환기(26)는 서비스 요구가 발생될 때마다 SCP(32)에 서비스 분석을 요구하고 라우팅정보를 번역하도록
한 후 SCP(32)의 제어 하에 모든 착신 호를 처리한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 착신측 교환기(26)는 발신측 교환기(24)로
부터 멀티미디어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된 착신단말기에 대한 초기어드레스메시지(IAM)를 수신하는 경우, 착신단말기로의
호 진행을 지연(Suspend)시킨 후, HLR(30)로부터 착신자에 대한 서비스 식별정보 및 라우팅 정보를 구한 후, 이 정보들을
SCP(32)로 제공한 후 SCP(32)로부터 서비스 제어를 받는다. 여기서, 착신자에 대한 서비스 식별정보 및 라우팅 정보는 사
전에 착신자의 위치등록시 HLR(30)로부터 받아들여져 교환기 내의 데이터베이스인 VLR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신호는 통상적인 음성 호 신호와 마찬가지로 음성 채널을 통해 발신
단말기(10)에 제공된다. 이와 같이 음성호 신호와 대체음 데이터 신호를 음성 채널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무선통신 시스템(20)에서 음성 채널을 통해 송수신되는 메시지 패킷에는 해당 패킷이 음성 패킷인지 데이
터 패킷인지를 나타내는 패킷 타입 식별자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패킷 타입 식별자는 별도의 태그 형태로
메시지 패킷에 추가될 수도 있고,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상에서 여유분으로 마련되어 있는 필드들 중 어느 한 필드를 사용
하여 설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체음 데이터 신호에만 패킷 타입 식별자가 부가되고, 통상적인 음성신호에는 식별자가
생략될 수도 있다.

한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착신단말기에 대한 어드레싱이 종료된 후부터 착신단말기가 응답할 때까지 재생되기는
하지만,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영상이 초기부터 차질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지국(22)과 발신측 교환기
(24) 사이에 자원할당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음성호 채널에 비해 넓은 대역폭을 할당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
음 데이터가 일시에 또는 짧은 시간내에 발신단말기(10)에 전송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발신단말기
(10)로부터 자원할당을 요구받은 기지국(22)은 발신측 교환기(24)에 대해 유선자원 할당을 요구할 때 발신단말기(10)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는 기종인지를 판단한 후, 채널 모드를 특정해서 발신측 교환기(24)에 대해 유선
자원 할당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채널 모드로는 음성 패킷이 송수신되는 채널임을 나타내는 "음성 모드". 데이터 패킷임을 나타내는 "데이터 모드",
또는 음성 및 데이터가 섞여있음을 나타내는 "Simultaneous Voice and Data (SVD) 모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SVD 모드
의 경우 음성 모드에 비해 대역폭을 넓게 설정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중 적어도 음향을 제외한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가 짧은 시간 내에 발신단말기(10)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 있어서, 지능형 주변장치(IP) 시스템(40)은 착신측 교환기(26) 측의 요구에 응답하여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제공
한다. IP(40)에 있어서,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대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가 선택
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이용자 대체음 음원정보 테이블(52)을 구비하며, 이 테이블(52)에 저
장된 가입자별 멀티미디어 파일 정보를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의 요구에 따라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에 제공하
게 된다. 여기서,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가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2)는 이용자가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해지 및 음원변경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서버,
WAP 서버 및 CTI/ARS 시스템 등을 포함하거나 이들과 접속될 수 있어서, 유무선 인터넷 및 음성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
이 서비스 가입/해지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용자는 자신에게 호를 발신하는 발신자에게 제공되기를 원하는 '음향', '텍스트', 아바타나 사진과
같은 '정지영상', 또는 짧은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를 검색하여 선택하고 이들이 결합된 형태를 링백톤 대체
음 정보서버(52)에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2)에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을 구성하기 위한 다수의 템플릿을 마련해둠으로써, 이용자가 일부 구성요소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결
합이 이루어져 결합된 멀티미디어 파일이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에 저장됨과 아울러, 그 정보가 링백톤 대체음 정보
서버(52)에 저장된다. 특히 이러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각 발신자 또는 발신자 그룹이나 착신시각 등에 따라 다르
게 설정할 수도 있다.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등록 서브시스템의 구성은 본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대체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착신측 교환기(26)와의 사이에 ISUP 호가 형성되면 해당 착신
자에 대해 사전에 설정된 음원 내지 멀티미디어 파일이 무엇인지를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에 질의하고, 링백톤 대체
음 정보서버(50)가 제시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패킷을 착신측 교환기(26) 및 발신측 교환기(24)를 경유하여 발신
단말기(10)에 제공하게 된다. 특히,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착신자에 대해 설정된 대체음이 멀티미디어 형태로 되
어 있는 경우, 패킷 타입 식별자를 데이터 모드를 나타내도록 설정하여 전송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가
음성 호 신호와 마찬가지로 음성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발신단말기(10)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임
을 인식하고 착신자의 응답 전까지 해당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발신단말기(10)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패킷을 인식하고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
다. 이러한 단말기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가 본 명세서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해 쉽게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LR(30)는 각 단말기가 이러한 멀티
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의 재생능력을 구비한 기종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
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게 된다. 발신단말기(10)는 착신단말기(12)로의 호 발신 후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가 수신되는 경우, 패킷 내에 포함된 패킷 타입 식별자를 토대로 이를 인식한 후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재생하게 된
다. 즉, 발신단말기(10)는 착신자가 사전에 설정한 바에 따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받아들인 후, 음향을 스
피커로 재생함과 아울러, 텍스트, 아바타와 같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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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가 발신단말기(10)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데이터의 포맷의 일 실시예를 보여
준다. 멀티미디어 링백톤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 영역(202), 정지영상 데이터 영역(212), 텍스트 데이터 영역(222) 및 음
향 데이터 영역(232)를 포함하며, 각 영역은 각각의 식별자들(200, 210, 220, 230)에 의해 구분된다. 아울러, 각 데이터
영역(202, 212, 222, 232)에는 컨텐츠 데이터 이외에 각 멀티미디어 링백톤 컨텐츠 요소의 재생 시점 및 시간을 제어하는
타이밍 제어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복수의 정지영상이 1초 단위로 바뀌면서 재생되거나, "우리 와
이프, 딸 낳았다.!!!" 또는 "나 오늘 승진했어"와 같은 텍스트가 1~2초 동안 표시된 후 동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고,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이 표시된 상태에서 텍스트가 흘러가도록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착신자가 응답할 때까지 동일한 동영
상이나 텍스트가 반복하여 재생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생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와 아울러 발신단말기
(10)에 적재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본 명세서를 토대로 단말기소프트웨어 업계
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
모듈이 도 2의 포맷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재생 패턴을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도 2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데이터는 일정한 길이 단위로 쪼개어진 후 헤더 등이 부가되어 패킷화되고, 무선통신 시스템
(20)의 음성트래픽 채널 메시지 표준에 적합한 형태로 발신단말기(10)에 제공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가 이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들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맷으로 결합된 형태로 이용자에 대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파일을 저장하
고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이 대체음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 있어서, 링백톤 대체음 재
생서버(60)는 착신측 교환기(26)로부터 어드레스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파일 정보를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에서 확인한 후 해당 파일을 읽어서 패킷 타입 식별자를 부가하고 음성채널에 맞게 포맷팅하여 전송한다. 그
렇지만, 이러한 실시예가 변형된 실시예에 있어서는,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가 각 멀티미디어 컨텐츠 요소에 대한 파
일을 각각 별도로 저장하고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이 복수의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착신측 교환기(26)
의 요구가 있을 시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맷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를 장
식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유무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단말
기에 제공될 수도 있다.

한편, 일 실시예에 있어서, 착신측 교환기(26)는 CAMEL에 규정된 규약에 따라 호처리를 수행한다. 도 3은 CAMEL에 규
정된 착신측 교환기(26)에서의 기본 호상태모형(T_BCSM: Basic Call State Model in T_MSC/VLR)을 보여준다. 도시된
호상태모형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3개의 PIC(Point in Call) 즉 "T_Null" 상태, "Terminating Call Handling" 상태, "T-
Active" 상태를 포함하며, 이러한 상태들 사이에 3개의 상태검출점(DP: Detection Point)이 설정된다. 아울러, 상태모형
에는 상기 상태들 이외에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T_Exception" 상태가 추가되어 있다. 표 1은 이러한 검
출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표 1.
 검출점 명칭  번호  설명

 Terminating_Attempt_Authorized  DP12  T_CSI(착신자 가입정보)가 분석됨
 T_Answer  DP15  착신자가 호에 응답함
 T_Disconnect  DP17  착신자 또는 발신자로부터 종료표시가 수신됨

도 3에 도시된 각 상태를 간략히 설명하면, "T_Null" 상태는 이전 호가 종료되어 클리어되었을 때(즉 검출점 DP17 이후)
또는 "T_Exception" 상태에서 기본적인 예외상태 처리를 수행한 후에 진입하게 되며, 외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아이
들(idle) 상태로 한 후 ISUP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를 받아들여 적절한 정보를 분석하고 라우팅 정보를 HLR(30)에 송신하
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상태는 HLR(30)로부터 응답을 수신하고 착신자 가입정보 분석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예외적
인 상황(예컨대, 발신자의 호 포기에 따른 종료)이 발생하였을 때 종료된다.

"Terminating Call Handling" 상태는 HLR(30)로부터 응답을 수신하고 착신자 가입정보 분석이 종료되었을 때(즉, 검출점
DP12 검출 이후) 진입하게 되며, HLR(30)로부터의 응답을 분석하고 라우팅 어드레스 및 호 종류를 분석하여 다음 라우트
를 선택하며 착신단말기(12)에 벨이 울리도록 한 후 착신자가 호에 응답할 때까지 대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상
태는 착신자가 호에 응답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예컨대, 발신자의 호 포기에 따른 종료)이 발생하였을 때 종료된다.

"T-Active" 상태는 착신자가 호에 응답하였을 때(즉, 검출점 DP15 검출 이후) 진입하게 되며, 발신자와 착신자간에 호경
로가 설정되도록 하고 호 진행을 감독하며 호가 종료되기까지 대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상태는 착신자 또는 발신자로
부터 호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종료된다.

착신측 교환기(26)은 이와 같은 기본 호상태모형에 따라 모든 착신 호를 처리하는데, 이때 사전에 설정된 검출점이 검출될
때마다 트리거 식별정보를 발생함으로써 SCP(32)에 서비스 분석을 요구하고 라우팅정보를 번역하도록 한다. 특히, 본 발
명에 있어서, 착신측 교환기(26)는 발신측 교환기(24)로부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된 착신단말기(12)에
대한 초기어드레스메시지(IAM)를 수신하는 경우, 착신단말기(12)로의 호 진행을 지연(Suspend)시킨 후, 초기호접속시도
에 대한 트리거 식별정보를 발생하고, 이 트리거 식별정보에 따라 HLR(30)로부터 착신자에 대한 서비스 식별정보 및 라우
팅 정보를 구한 후, 이 정보들을 포함하는 트리거 식별정보를 SCP(32)로 제공한 후 SCP(32)로부터 서비스 제어를 받는다.
여기서, 착신자에 대한 서비스 식별정보 및 라우팅 정보는 사전에 착신자의 위치등록시 HLR(30)로부터 받아들여져 VLR
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된 과정은 크게 볼 때
호 설정에 있어서의 초기 어드레싱 단계(제100 내지 제134단계)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재생하는 단계(제136단
계 내지 제146단계)와, 착신자 응답단계(제148단계 내지 제162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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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단말기(10)가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발신을 시도하여 기지국(22)에 대해 무선자원 할당을 요구
하면(제100단계), 기지국(22)은 이에 응답하여 발신단말기(10)에 대해 무선자원을 할당한다(제102단계). 이때, 발신단말
기(10)는 제100단계에서 무선자원 할당을 요구함에 있어 기지국(22)에 자신의 사양에 대한 정보 즉, 멀티미디어 링백톤
재생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또는 기종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함으로써, 기지국(22)이 자신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제104단계에서 기지국(22)는 발신측 교환기(24)에 대해 유선자원 할당을 요구한다. 이때, 기지국(22)는 제100단계에서
획득한 발신단말기(10) 정보를 토대로 채널 모드를 "음성 모드(Voice Mode)", "데이터 모드(Data Mode)", 또는 "음성/데
이터 겸용 모드(Simultaneous Voice and Data (SVD) Mode)" 중 어느 하나로 정하고, 이 채널 모드 정보를 포함시켜 유선
자원 할당을 요구하게 된다. 예컨대, 멀티미디어 링백톤 재생능력이 없고 음성 호 발신을 시도한 단말기에 대한 자원할당
요구에 있어서는 채널 모드가 "음성 모드"로 설정되고, 데이터 호 발신을 시도한 단말기에 대한 자원할당 요구에 있어서는
채널 모드가 "데이터 모드"로 설정된다.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링백톤 재생능력이 있고 음성 호 발신을 시도한 단말기에 대
한 자원할당 요구에 있어서는 채널 모드가 "음성/데이터 겸용(SVD) 모드"로 설정된다.

이러한 유선자원 할당요구에 응답하여 발신측 교환기(24)는 해당 기지국(22)에 대해 유선자원을 할당한다(제106단계). 다
시 말해서, 기지국(22)로부터 자원할당 요구로서 특정 연결식별자 즉 VPI(Virtual Path Identifier)/VCI(Virtual Channel
Identifier) 점유 요구를 수신하면, 발신측 교환기(24)는 해당 자원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가능하면 해당자원을
할당하고, 사용중(Busy) 혹은 오류(Fault Block)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자원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원 즉,
다른 연결식별자 값을 요구할 것을 기지국(22)에 요청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일단 자원이 할당되
면, 해당 ATM노드 사이의 선로에 배정된 VPI/VCI 값은 연결이 성립되어 있는 동안 지속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지국(22)이 특정 연결식별자를 제시하여 발신측 교환기(24)에 자원점유를
요구하고 발신측 교환기(24)가 해당 연결식별자의 가용성을 확인해주면 해당 기지국(22)이 자원을 할당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실시예가 변형된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지국(22)이 발신측 교환기(24)에 자원할당을 요청한 후 발신측 교환기(24)가
이용가능한 연결식별자를 확인한 후 기지국(22)에 어느 하나를 할당함으로써 자원할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기지국(22)에 대해 유선자원을 할당한 후, 발신측 교환기(24)는 HLR(30)에 착신자 위치정보를 요청한다(제108단계). 제
110단계에서, HLR(30)는 이 요청에 응답하여 착신단말기(12)에 대응하는 착신측 교환기(26)에 라우팅 정보를 요청한다.
착신측 교환기(26)는 HLR(30)의 요청에 대해 TLDN(Temporary Local Directory Number)을 포함하는 라우팅 정보를
응답한다(제112단계). 여기서, TLDN은 호 설정이 진행되는 동안 착신 단말기에 임시로 부여되는 식별자이다. 제114단계
에서, HLR(30)는 발신측 교환기(24)에 대해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착신위치정보를 응답한다.

착신단말기(12)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통화중인 경우, 발신측 교환기(24)는 발신단말기에 대하여 안내 메시지 또는 해당
톤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착신단말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통화중이 아닌 경우, 발신측 교환기(24)는 상기 착신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착신측 교환기(26)로 초기어드레스메시지(IAM)를 송신함으로써 ISUP호를 시도한다(제116단계). 여기
서, 초기어드레스메시지(IAM)는 발신자 식별정보(예컨대, 발신자 MIN) 및 착신자 식별정보(예컨대, 착신자 MIN)를 포함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 있어서 착신측 교환기(26)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기본 호상태모형(T_BCSM)
을 따르며 초기호접속시도(예컨대, Terminating_Attempt_Authorized)에 대한 검출점(DP12)을 갖는데, 발신측 교환기
(24)로부터 초기어드레스메시지(IAM)를 수신하면 초기호접속시도에 대한 트리거 식별정보(예컨대, 트리거 타입)를 발생
한다(제118단계). 이어서, 착신측 교환기(26)는 착신자 단말기로의 호 진행을 지연(Suspend)시키고, 트리거 식별정보 및
착신자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처리요청을 SCP(32)로 송신한다(제120단계).

착신측 교환기(26)로부터 서비스처리요청을 수신하면, SCP(32)는 상기 착신자 식별정보 및 트리거 식별정보에 기초하여
HLR(30)로부터 착신자에 대한 서비스키(Service Key) 및 라우팅 정보를 구한다. 여기서, 서비스키는 특정 트리거 발생시
수행하는 부가 서비스를 정의하는 식별정보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 서비스키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
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 가입여부와, 설정된 링백톤 대체음이 멀티미디어 형태인지 또는 음향 형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라우팅 정보는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로의 라우팅 정보를 나타낸다. 아울러, SCP(32)는 발신단말기의
사양 즉, 멀티미디어 링백톤을 재생능력에 대한 정보를 HLR(30)로부터 획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시예가 변형된 실시
예에 있어서는, 예컨대 멀티미디어 링백톤을 재생능력이 있는 단말기에 대해 재생능력이 없는 단말기와 단말기 번호를 차
별화함으로써, 발신자 식별정보에 의해 재생능력을 판단할 수도 있다. 이어서, SCP(32)는 착신자의 서비스키 및 발신단말
기 사양을 토대로 하여 착신측 교환기(26)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판단한다(제122단계).

표 2는 발신단말기 사양 및 착신자 서비스키를 토대로 한 서비스 판단 과정의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표 2.
발신단말기
재생능력

착신자
가입여부

착신자가 설정한
대체음

착신측 교환기의
서비스

 ◎  ◎  멀티미디어  대체음 제공서버(60)로 라우팅
 ◎  ◎  음향  대체음 제공서버(60)로 라우팅
 ◎  ×  (무관함)  링백톤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
 ×  ◎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
 ×  ◎  음향  대체음 제공서버(60)로 라우팅
 ×  ×  (무관함)  링백톤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재생할 수 있고, 착신자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SCP(32)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착신측 교환기(26)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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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되도록 한다. 발신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에 관계없이, 착신자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로 하여금 통상적인 링백톤을 발신단말기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된다. 여기서, 다른 서비스라 함은 예컨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
음이 아닌 음향만에 의한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체음 재생서버에 라우팅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착신자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아닌 음향 링백톤 대체음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도,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라우팅되도록 함으로써 발신단말기에 음향 링백톤 대체
음이 제공되도록 한다.

다시 도 4a를 참조하면, 발신단말기(10)의 호를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라우팅하여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에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라우팅 정보 및 착신
자 식별정보를 포함한 초기 호접속 준비요청 메시지를 착신측 교환기(26)로 송신한다(제124단계).

착신측 교환기(26)는, SCP(32)로부터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라우팅 정보 및 착신자 식별정보를 포함하며 초기
호접속 준비요청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자신이 지원하는 기능명세에 관련된 정보들을 SCP(32)로 송신한다(제
126단계). 착신측 교환기(26)의 기능명세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신하면, SCP(32)는 수신된 기능명세정보에 기초하여 착신
측 교환기(26)(32)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를 수행키 위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호 생성 및 제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착신측 교환기(26)의 기능명세가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이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120)로 호를 연결하도록 요청한다(제128단계).

착신측 교환기(26)는, 제128단계에서 SCP(32)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호 진행에 대응
하는 경우, 제124단계에서 수신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라우팅 정보 및 착신자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초기어드
레스메시지(IAM)를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송신한다(제130단계). 상기 착신측 교환기(26)로부터 초기어드레스메
시지(IAM)를 수신하면,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어드레스종료메시지(ACM)를 착신측 교환기(26)로 송신한다(제
132단계).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부터 어드레스종료메시지(ACM)를 수신하면, 착신측 교환기(26)는 어드레스종
료메시지(ACM)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종료메시지를 발신측 교환기(24)로 전송한다(제134단계).

한편,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제132단계에서 어드레스종료메시지(ACM)를 송신한 직후 제130단계에서 획득한 착
신자 식별정보(예컨대 착신자 MIN)를 포함하는 사용자 대체음파일정보 질의 메시지를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로 송
신한다(제136단계). 사용자 대체음파일정보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질의 메시지에 포함
된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체음파일정보(예컨대, 해당 착신자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파일명 또는 파일 코드)를 링
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전송한다(제138단계).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로부터 대
체음파일 정보를 수신하면, 대체음파일정보에 대응하는 대체음 파일을 저장장치로부터 읽어서 음성채널에 적합하도록 포
맷팅하고 패킷 타입 식별자를 부가하여 착신측 교환기(26) 및 발신측 교환기(24)를 경유해서 발신단말기(10)에 제공한다.
발신단말기(10)에서 패킷 타입 식별자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인식하고,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을 재생하게 된다(제140단계).

일 실시예에 있어서,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각 이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요소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링백톤 대체음 제공서버(60)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별 파일들을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링백톤 대체음 정
보서버(50)는 사용자 대체음파일정보 질의 메시지에 포함된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체음 요소파일 정보들을 제
138단계에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전송하고,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요소 파일들을 결합해서 도 2와 같
은 포맷으로 포맷팅하고 패킷 타입 식별자를 부가하여 착신측 교환기(26) 및 발신측 교환기(24)를 경유해서 발신단말기
(10)에 제공한다. 그렇지만,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링백톤 대체음 제공서버(60)가 도 2와 같은 포맷으로 포맷팅된 대체
음 파일을 저장하고 링백톤 대체음 정보서버(50)는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140단계에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가 포맷팅이 완료되어 있는 대체음 대체음 파일을 저장장치로부터 읽어서 발신단말기(10)에
제공할 수도 있다.

다시 도 4b를 참조하면, 제142단계에서,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에 대해 착신자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단말기로부
터 응답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검출하는 응답트리거 검출점(DP15)을 설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을 수신하는 착신측
교환기(26)는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단말기로부터 응답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를 검출할 수 있도록 응답
트리거 검출점(DP15)을 설정한다.

제144단계에서 SCP(32)는 착신측 교환기(26)에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단말기로의 호 진행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
고, 이에 응답하여 착신측 교환기(26)는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착신단말기(12)로의 호 진행을 계속하는 소정의 프
로세스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착신측 교환기(26)는 착신단말기(12)로의 페이징을 수행한다(제146단계).

다음에는, 착신자 응답단계(제148단계 내지 제162단계)를 설명한다.

음원데이터 재생 중에 착신자가 응답하면(제148단계), 착신측 교환기(26)는 응답이벤트 메시지에 포함된 착신자 식별정
보를 토대로 수신단말기를 확인한 후 해당 수신단말기에 대한 기본 호상태모형(T_BCSM) 중 응답트리거 검출점(DP15:
T_Answer)을 검출하여 응답트리거를 발생하고(제150단계), 이 응답트리거에 대응하는 트리거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서
비스처리요청 메시지를 SCP(32)에 송신한다(제242단계).

SCP(32)는, 제152단계에서 수신된 트리거 식별정보가 응답트리거에 대응하는 경우, 착신측 교환기(26)이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의 호를 해제하고 착신자 단말기 측으로 호를 연결하도록 요청한다(제154단계). 이 요청에 응답하여, 착신
측 교환기(26)는 착신자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단말기로 착신 호를 설정하기에 앞서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로 ISUP
호 해제요청 메시지(REL)를 송신하고 이에 관련된 소정의 호해제 프로세스를 수행한다(제156단계). 착신측 교환기(26)로
부터 호해제요청 메시지(REL)를 수신하면, 링백톤 대체음 재생서버(60)는 소정의 호해제 프로세스를 수행한 후 착신측 교
환기(26)로 호해제확인 메시지(RLC)를 송신한다(제15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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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단계에서 착신측 교환기(26)는 응답메시지(ANM)를 발신측 교환기(24)로 전송하며, 이후 전달되는 발신자와 착신
자간의 통화메시지를 중계한다(제162단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
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상의 설명에서는 IP(40)가 착신측 교환기(26)에 연동되는 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IP(40)가 발신측 교
환기(24)에 연동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
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
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르면 단순히 음향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정지영상, 텍스트 및 음향이 선
택적으로 결합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발신단말기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링백톤 대체음의 형태를 다양
화하여 호 착신자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재생되는 동안, 발신자가 단말기를 자신
의 귀에 대고 대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신자 입장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회선자원을 해제하고 패킷자원을 재설정 해야 하는
시간적 및 자원관리 측면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기에 설정된 음성/데이터 겸용(SVD) 모드의 회
선자원으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발신단말기에 제공한다. 즉,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발신단말기에 제공함에 있어 기존의 패킷 자원을 해제하고 별도의 패킷 채널을 설정하는 대신에, 초기에 형
성된 음성통신 채널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무선 자원이 최소화하여 시스템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는 교환시스템을 구비하며,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시스
템에 있어서,

(a) 상기 기지국을 통해 발신단말기로부터 착신단말기로의 호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
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생능력이 없으면 음성 모드(Voice Mode)의 유선자원을 상기 기지국과
상기 교환시스템 사이에 할당하고, 재생능력이 있으면 상기 음성 모드보다 대역폭이 큰 음성/데이터 겸용 모드(SVD
Mode)의 유선자원을 상기 기지국과 상기 교환시스템 사이에 할당하는 단계;

(b) 상기 발신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이 있고 상기 착신단말기가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서
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적인 링백톤을 상기 발신단말기에 제공하는 대신에, 상기 발신단말기로부터의 호를 상
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으로 라우팅시킴으로써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이 상기 착신단말기 사용자
가 사전에 설정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단계; 및

(c) 상기 착신단말기가 응답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시스템으로의 호를 해제하고 상기 착신단말기
로 호를 연결함으로써, 상기 발신자와 상기 착신자간에 통화로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발신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에 관계없이, 상기 착신단말기가 상기 멀티미디
어 링백톤 대체음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이 아닌 음향 링백톤 대체음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
도, 상기 발신단말기로부터의 호를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제공시스템으로 라우팅시키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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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이 음성 모드 및 음성/데이터 겸용 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교환시스템에 자원
할당을 요구하고, 상기 교환시스템이 상기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원할당이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발신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재생능력 정보를 상기 교환시스템에 통지
하고, 상기 교환시스템이 상기 재생능력 정보를 토대로 상기 자원을 할당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제공방법.

청구항 5.

무선통신 시스템의 교환기에 접속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웹 또는 왑(WAP)을 통한 선택에 따라 텍스트, 정지영상, 동영상, 또
는 이들 중 어느 하나와 음향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저장하
는 단계;

(b)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이용자에 대한 호접속 요구가 발생되는 경우,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이
용자의 식별코드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상기 무선통신 시
스템과의 사이에 형성된 호경로를 통해 발신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에 상응한 링백톤 대
체음 멀티미디어가 발신자 단말기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단계; 및

(c) 상기 이용자가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한 상기 발신자로부터의 호에 응답하는 경우,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의 호해제 요청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 시스템과의 호를 종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음성 채널에 적합한 형태로 포맷팅하여 상기 발신자에게 제공
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식별자를 부가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
체음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에게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에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을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들에 대한 재생 제
어 정보가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상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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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가

(a1) 텍스트, 정지영상, 동영상 및 음향, 또는 이들 중 일부로 구성된 멀티미디어요소 그룹 중 각 멀티미디어 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단계; 및

(a2) 이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결합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저장 수단
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a2)단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결합하여 결합된 형태를 상기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상기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1)단계가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제공할 발신자에 대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b)단계에서는 상기 어드레스 메시지를 통해 발신자 식별코드를 받아들이고,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가 상기 이용자가
선택한 발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신자에
따라 다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1)단계가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제공할 시간대에 대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b)단계에서 상기 어드레스 메시지를 받아들인 시각이 상기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대 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기 멀티미
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착신시각에 따라 다른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1)단계에서 상기 이용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멀티미디어 요소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받아들이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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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1)단계에서, 상기 각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재생 시간을 포함한 재생 패턴에 대한 선택을 상기 이용자로부터 받아들
이고,

상기 (a2)단계에서, 상기 재생 패턴 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b)단계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기 재생 패턴 정보에 따라
상기 발신자 단말기에서 링백톤 대체음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대체음 데이터 제공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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