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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시스템, 교환장치 및 유저 스테이션에서 추가 정보전송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10)에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보 및/또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통신 컨텍스트 연결(communication context

connection, 15a, 15b)이 제공된다. 따라서, 추가 정보는 추가정보기기(14)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된다.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텍스트(text), 이미지(image) 또는 멀티미디어 내용을 가진 전자 데이터 카드(electronic data

card)나 ID 카드로 표시하기 위해, 전송은 통신 컨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한 신호에서 규정된 포맷(format)으로 행해진다.

전송은 예를 들면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 데이터(query data)

는 예를 들면 전송 전에 보내진다. 선택은 전치 코드 또는 추가코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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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전제부에 따른 통신시스템에서 추가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방법과, 청구항 22의 전제부에 따른 통신시

스템을 위한 교환장치(exchange device)와, 청구항 36의 전제부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위한 유저 스테이션(user station)

과 이에 대한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면 이동통신망이나 케이블로 연결된 네트(net)와 같은 통신시스템에서, 언어와 데이터가 유저 스테이션 사이에서

전송된다. 이러한 통신시스템은 예를 들면 인터넷, 휴대용 이동통신망, 전선으로 접속된 전화망, 또는 통신망의 여러 방식

의 결합일 수 있다.

휴대용 디지털 방식 이동통신망의 일례는 언어 전송과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이동통신망이다. 이동 유저 스테이션들은 무선전송시스템을 갖추고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대부분 여러 개의 이동교환국과 이에 속하는 방문자 기록기를 가진 교환시스템은, 한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발송되는 신

호와 데이터를 원하는 그 밖의 유저 스테이션으로 보내고 적절한 연결을 이루는 데에 사용된다.

WO 95211508 A1에는, 이동통신망에서 패킷(packet)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

이동 스테이션과 기지국 사이에서 개별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은 데이터 패킷 서비스에 따라, 즉 GPRS(General

Packed Radio Service)에 따라 교통채널로 전달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망도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참여한 각 이동 스테이션에는 지수가 분배되고, 상기 지수를 통해 조절채널들에서 교통채

널들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교통채널들을 특징으로 한다.

통신시스템, 특히 오늘날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예를 들면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 패킷도 통신망의 개별 유저 스

테이션 사이에서 빠르게 교환될 수 있다.

이동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패킷의 전송시 신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DE 19524659 C1에는 패킷 데

이터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 패킷의 전송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이동통신망의 무선전송시스템에서 각기 하

나의 채널이 예약되고, 분리된 서비스로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를 야기하는 전송채널과, 통과 데이터 채널로 연결

된다.

휴대용 이동통신 전송방법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특히 이동 유저 스테이션 사이의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또 다른 가

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한 일례는 UMTS (Universal Mobile Telekommunication System) 방법으로, 이 방법은 특히, 예

를 들면 이동통신기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ent), 퍼스널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Workstation) 또는 랩톱 컴퓨터

등과 같은 모든 방식의 유저 스테이션 사이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합하다. 특히 이동통신기기에서 이동통신

기기로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텍스트와 비디오 데이터를 UMTS 방법에 의해 다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이동통신망에서 데이터 전송은 가입자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매우 비용이 높다.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광고 메시지를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는

광고 배너, 짧은 영화 또는 로고(logo)의 형태로 가입자들의 디스플레이(Display)에 표시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E 10150106 A1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용자들 또는 가입자들의 그룹에 배정되고, 특정 그룹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전달 장치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common) 연결웨이(connection

way)의 부담이 감소 되고, 제공자에게는 광고전달을 위한 추가 수용력(capacity)이 제공된다.

DE 10137677 A1에는 광고 캠페인의 자동적인 기획을 위한 데이터 통신시스템이 기재되어 있다. 특정 목표 집단에 해당

하는 목표 집단 데이터와 광고 캠페인 비용에 관련된 비용 데이터는 입력/출력 장치에 입력되어야 한다.

DE 10161162 A1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 광고

데이터는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어,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모리에 저장된 광고 데이터와 비교된다. 상기 수신

된 광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이다. 이동통신 단말기가 실행되면, 광고 데이터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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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입력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DE 19709937 A1에 알려져 있다. 전화를 거는 가입자의 호출(call) 상태와 전화를

받는 가입자의 호출(call) 상태가 확정되고, 메시지 신호 소스(source)는, 전화를 받는 가입자가 수화기를 들 때까지 전화

를 거는 가입자의 전화선으로 연결된다.

첫 번째 통신망과 두 번째 통신망을 포함하는 원거리 통신시스템에서 광고 데이터의 형태로 추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DE 19940400 A1에는 연결네트에서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이 방

법에서, 광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연결네트에 있는 추가정보기기는 전화를 거는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통신연결을

만든다.

하지만 공지의 방법과 시스템은, 광고 메시지 또는 추가 정보가 수신자에게 시각적으로 충분하게 지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가입자는 원하는 연결 전이나 연결의 중단 중에 언어전달의 형태로 광고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주 광고 메시지의 이러한 방식은 방해로 생각되거나 성가시게끔 느껴진다. 또는 가입자의 면에서 의식적으로 지각이 억

압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 광고 메시지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이런 방식의 광고 메시지를

감수하기에는 비용감소에서 오는 장점이 충분치 않다.

그 외에도, 광고 메시지는 보통의 경우 수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달되거나, 호출자와 수신자 사이의 현존하는 관계의

틀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광고 메시지를 받기 위

한 사전 허가가 제안되었다. 이때, 허가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특정 장점이나 비용에 대한 장점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해

결책의 단점은, 허가 과정이 가입자가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상기 방

식의 서비스는 단지 느리게 가입자에 의해 이용되고 느리게 시장에 전파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이동통신 회사 고

객이나 통신망 가입자를 위해, 원하지 않거나 성가신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많은 단말기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외에도,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송은 비용

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기가 성가시고 복잡하다. 이러한 점은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한다. 한편, 특히 이동통신에서는 저렴하고 간단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한편으로 데이터 전송시 비용이 절약되고, 다른 한편으로 광고 메시지 또는 그 밖의 데이터가 목적에 맞

게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대가로 호감가는 이점을 받는, 통신시스

템에서 추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외에도, 상기 장점들이 달성될 수 있고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이 실시가능한 통신시스템을 위한 교환장치 및 통신시스템을 위한 유저 스테이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상기 목적은 청구항 1에 따른 추가 정보의 전송을 위한 방법과, 청구항 22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위한 교환장치와, 청구항

36에 따른 유저 스테이션과, 청구항 37과 청구항 38에 따른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그 밖의 바람직한

특징들, 관점들 및 상세 내용은 종속항, 상세한 설명,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시스템에서 추가 정보 전송을 위한 방법에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 컨텍스트(communication context)

가 제공된다. 상기 통신 컨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신호에 따라, 추가 정보는 추가정보기기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며, 호출을 받기 전에 테스트와 이미지 내용을 가진 데이터 카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는 통신 컨텍스트의 형성을 위한 신호 내에서 정해진 포맷(format)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된다.

피호출자인 두 번째 가입자가, 호출(call)에 의해 작동되어 추가 정보도 수신한으로써,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지라도 추가

정보 또는 광고는 디스플레이에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으로 지각된다. 광고 메시지를 호출 수신과 연결함으로써, 피호출

가입자에게는 높은 주의와 긍정적인 기대 태도가 생기며, 긍정적 기본자세는 추가 정보를 수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추가 정보 또는 광고 메시지는 개선된 지각과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대가로 광고 메시지를 받는 가입자는 이

동통신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광고주에 따라 데이터나 데이터 패킷,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가입자는 방법의 보급을 가져오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따라

서 계속적인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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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광고는 높은 타겟 특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측정가능하고, 결산가능하며, 높은 광고효과를 가

질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시스템의 유저 스테이션에서 멀티미디어 광고가 가능하다. 시각적 정보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는

광고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어 간단하고 저렴하게 전송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큰 개입 없이 가능한 많

은 기존의 단말기가 사용가능하다. 또한, 목표 집단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지닌 광고 메시지의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피호출자, 즉 두 번째 가입자는 식별될 수 있고, 목표 집단에 대한 소속에 따라 일정한 목표를 갖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택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전화가 올 때, 분리된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와, 이에

대해 예를 들면 통신시스템의 이용시 할인, 무료 데이터 전송, 무료 통화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을 지의 여부에 대해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스스로 데이터 패킷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자신의 유저 스테이션에서 형성하여 다른 유저 스테이션에 무

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송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신되는 추가 정보 유형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가입자에게 저장된 데이터에 따른 가입자의 개인적인 관심사

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추가 정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컨텍스트 설정 신호나 호(call) 설정 신호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가입자 식별자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는 호(call) 또는 연결 설정 중 신호에 접속되고,

피호출 가입자에게 전송된다. 추가 정보는 피호출 가입자가 연결을 거절할지라도 지각된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추가 정보와 가입자 식별자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 데이터 패킷 또는 서로 나란히

연결된 데이터 패킷으로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보의 전송시 높은 수용력(capacity)

에 기여한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전송에 제공된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포

함한다. 즉, 여러 가지 데이터 방식의 결합,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데이터는

특히 추가 정보 수신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성되고 전송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전송에 제공된 데이터는 개인적 ID 카드나 전자 데이터 카드의 형태로 첫 번

째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표시되거나 및/또는 저장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확히 배열된 다수의 멀티미디어

패킷 또는 데이터 세트(data set)는 예를 들면 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면과 함께 유저 스테이션에서 생성되고, 처

리되고, 저장되고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또한, 단말기의 메모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ID 카드를 공급자(provider)의 데이터 뱅크에 저장하

는 것도 가능하다. ID 카드는 모든 발신 호(call)와 함께 서버(Server)에서 검토되며, 전화 번호에 대해 ID 카드가 존재하

면, 호출자 ID 또는 가입자 식별자에 첨부된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전송에 제공된 데이터는 특히 ID 카드나 데이터 카드 또는 데이터 패킷의 형

태로, 각기 적어도 하나의 저장되거나 선택된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에 배정되거나 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함

으로써, 유저 스테이션의 작동자는 간단하고 빠르게 데이터 카드를 하나 또는 다수의 다른 유저 스테이션에 전송할 수 있

다. 또는 언어 전송이나 텍스트 전송과 동시에 적절한 데이터 카드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카드와 함께 호출(call)을 받은 두 번째 가입자는, 예를 들면 호출(call) 수신과 동시에 호출 유저 스테이

션으로부터 ID 카드 또는 데이터 카드를 받는다. 따라서,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또는 완전한 연결이 형성되기 전에 호출 가

입자의 개인 정보를 수신하고 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전송에 제공된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인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유저

스테이션의 다수의 호(call) 식별코드에 배정될 수 있고, 또는 ID 카드가 배정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모든 발신 연결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첨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는 먼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함으로

써,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개인적인 수정과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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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는 예를 들면 발송 전에 첫 번째 단말기의 메모리로 로딩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나 ID 카드를 외부기기,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에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어서, 이를 예를 들면 ID

카드로서 휴대용 전화나 일반적으로 전화, PDA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

다.

추가 정보의 전달은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기능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허가에 따라 실행된다.

즉, 추가 정보 수신을 활성화한 유저 스테이션만이 예를 들면 광고와 같은 추가 정보를 받는다. 이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유저 스테이션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라, 수신 데이터, 특히 다른 유저 스테이션의 ID 카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전송하거나 생성할 수는 없다.

허가는 예를 들면 수신 추가 정보의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유형에 대해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는 수

신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 메시지 외에도 특정 유형의 메시지나 그 밖의 정보가 전화 수신

시에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유저 스테이션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특정 오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가입자 식별자에 따라, 추가정보기기에서는 다수의 추가 정보에서 가입자 특유의 추가 정

보가 선택되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 메시지나 그 밖의 메시지 또는 뉴스는

피호출자에게 직접 맞춰질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 형태의 광고 메시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피호출자에게 광고 메시지로서 전송될 수 있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추가 정보 수신 허가에 따라 전송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 수신 의사를 가진 가입자는 스스로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특히 ID 카드를 다른 가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와 교대로 또는 주기적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

션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ID 카드와 추가 정보는 동시에 표시되거나 또는 동일하게 표시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연결이 끝난 후에도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여기서 예를 들면 디스

플레이를 위한 스크린 세이버(Screensaver)의 기능을 맡는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는, 연결이 형성된 때와 호출을 수락하기 전

에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수신된다. 이로써, 연결비용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추가정보기기는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전송하기 위해, 컨텍스트 설정 신호 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연결 설정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의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의 전송 후, 본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표시

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는, 전송된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에 의해 대체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형태의 새로운 광고 메시지나 다른 메시지는 피호출자의 디스플레이에 반복해서 배치될 수 있다.

특정 실시 형태에서, 추가 정보는 장래의 수신 연결을 위한 신호음으로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

를 포함한다. 이로써,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악의 형태의 최근의 벨소리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로딩될 수 있다. 수신

에 긍정적인 의사와 광고에 대한 주의는, 예를 들면 벨소리 또는 호출음으로도 저장될 수 있는 최신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증가될 수 있다. 특정 음악이나 음렬도 광고 메시지의 운반자로서 전송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신자에게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광고와 함께 보내진 벨소리를 통해, 피호출자의 단말기에서 선택된 벨소리를 녹음하거나 덮어쓰거나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덮기기능 또는 오버라이드(Override) 기능이 제공된다. 이때, 벨소리를 저장할 필요는 없다.

이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게는 단말기에 멜로디 제너레이터(generator)가 제공되며, 이 멜로디 제너레이터는, 호출자 ID

또는 가입자 식별자, ID 카드와 추가 정보 데이터 패킷 또는 광고 데이터 패킷과 함께 벨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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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나오는 텍스트 메시지나 이미지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

터에 연결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과 보다 큰 수용력(capacity)이 도달된다.

바람직하게는, 받지 않은 전화에서, 전송된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배당된 메모리에 저장되

고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표시 또는 호출자의 데이터나 추가 정보의 재

현이 행해질 수 있다.

추가 정보의 전달은 모든 호(call)에 대해 사업자, 공급자 또는 로밍 파트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 정보

의 접속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사업자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사업자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써, 정보, 특히 광고의 접속에 있어서 큰 유연성이 도달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UMTS 스탠더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준비된 UMTS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상기 기술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은, 개별 가입자에 대해 감소 된다.

예를 들면, 받아들여진 추가 정보의 방식 및/또는 재현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 데이터가 생기고, 요금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유저 스테이션에 대해 매우 정확한 요금할인이 행해질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광고에 대한 비용은 재

현의 방식과 기간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특히, 추가 정보 수신 허가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할인된 요금이나

무료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전달될 수 있다.

추가 정보의 전송 전에, 질의 데이터는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유저 스테이션에 보내지고,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한 각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상기 추가 정보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여 지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론 스팸이나 원하지 않는 광고로부터 보호된다. 다른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광고

나 그 밖의 추가 정보의 접속에 의해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입자는 원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 계속해서 보호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없이 그의 의사에 따라 추가 정보

의 표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론 추가 정보로서 광고와 가입자 간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가

능하고, 다른 한편으론 성가신 광고로부터 보호가 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의해, 광고 전송에 대한 법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으며, 광고를 받기 위한 각 가입자의 의사에 바탕을 둔 요금할인 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이용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질의 데이터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내지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추가 정보 수신 의사가 있는

지를 묻도록 형성된다. 이때,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 예를 들면 광고는 수신자가 동의하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즉 피호출자에게만 보이거나 또

는 그곳으로 전달된다. 들어오는 전화(call)와 관련하여 즉시 그리고 직접 동의를 할 수 있다. 피호출자가 예를 들면 첫 번

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메시지나 MMS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 피호출자는 표시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금혜

택이나 그 밖의 혜택 제공과 함께 광고를 보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그러므로, 피호출자는 원하지 않는 광고

나 스팸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특히 바람직한 형성에 의하면, 질의 데이터는,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달되는 추가 정보 모델

(model)들에 대한 선택을 포함한다. 이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추가 정보 모델들의 하나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으로 전송하기 위한 추가 정보로서 선택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는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화를 받는 가입자에게 아마 관심이 있을 예를 들면 특정 영화를 추천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선택된 광고 메시지는 다른 가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때, 예를 들면 광

고에 기초를 둔 요금할인시스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가입자의 즉각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특히 광고 메시지의 배

포손실은 감소 되고, 광고 메시지는 익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천으로 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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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선택가능하거나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관련 정보의 입력을 위한 필드(field)

와 연결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광고 메시지인 추가 정보는, 피호출자에게 보내지기 전에, 호출자의 개인적인 메

시지에 의해 보충이 되고 개인화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개인적인 추천의 형태로 호출자의 개

인적인 메시지가 된다.

바람직하게는 질의 데이터는 추가 스크린 디스플레이(screen display)에 보여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사용자에게 있

어 조작이 편해지며, 받은 질의 데이터에 대해 가입자의 쉽고도 빠른 대답이 가능해 진다.

바람직하게는, 각 유저 스테이션, 특히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는 앞으로의 통신연결에 있어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허가를 야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광고를 연결함으로써 가입자에게 특별한 장점을 제공하는 특

별한 통신서비스에서, 가입자나 피호출자의 단기적이고 빠른 멤버쉽(membership)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은 예를 들

면 비용에 대한 장점이거나, 데이터,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다. 앞으로의 통신연결에서, 허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행해질 필요가 없다.

질의 데이터의 발송 전에,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이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추가정

보기기에 의해 예를 들면 자동으로 검토될 수 있다. 질의 데이터는 특히 검토의 결과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게 전

달되거나 또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미 허가가 존자하는 경우, 사전에 질의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 없이, 추가 정보는 직접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내진 정보는, 짧은 메시지, SMS, MMS, 언어,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및/또는 그 밖의 데이터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추가 정보의 표시에 대한 두 번째 유

저 스테이션의 의사에 따라 정보는 부분적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완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출자는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나 그 밖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세트(data record)를, 예를 들면

개인적인 데이터 세트 형태의 메시지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보낼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세트는 예를 들면 호출자의

사진을 가진 호출자의 주소 데이터를 포함하고 데이터 카드로서 유저 스테이션에서 나타내 질 수 있다. 호출자의 이러한

전자 데이터 카드(ID 카드라고도 명칭 됨)는 예를 들면 먼저 부분적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여 진다. 또는 ID 카

드의 도착은 질의 데이터와 함께 통지만 된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이 적절한 응답 신호를 보냄으로써 준비되거나, 이미

생긴 개통이 추가 정보, 특히 광고 수신 의사가 있으면, 호출자의 완전한 ID 카드는 피호출자에게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서 보여 진다. 이러한 표시는 예를 들면 추가 정보나 광고 메시지의 교환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내진 정보는, 짧은 메시지, 언어,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의 표시에 대한 첫 번째 유저 스테

이션의 의사, 즉 적절한 의사 데이터에 따라 정보는 부분적으로 전달되거나 완전하게 전달된다.

이 경우, ID 카드 또는 다른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가입자로부터 예를 들면 그가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 허가

한 경우에만 보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유저 스테이션을 위한 응답 신호에 따라 요금할인 데이터가 생기며, 저렴한 통신연결이나 개선된 성능특징

을 가진 통신연결이 제공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입자는 즉시 적절한 응답 신호를 통해 미래를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서비스는 예

를 들면 자신의 ID 카드나 주소 데이터, 개인적인 데이터 및/또는 이미지을 적절한 포맷(format)에서 다른 가입자에게 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추가 정보 수신 허가에 따라, 정보나 데이터는 감소된 비용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

션에 전송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ID 카드 전송을 광고를 통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정지

원을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스테이션 식별코드 또는 호(call) 식별코드에 접속되는

추가코드를 통해, 추가정보기기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이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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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기기에서 추가 정보를 피호출자로 보내기 위해, 추가코드를 매개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실행함으로써, 정보는 멀

티미디어 형태로 간단하고 저렴하게, 선택된 가입자에게 보내질 수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이동단말기 또는 유저 스테이션

이 이용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저 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큰 개입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수용과 시장침투가 달성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예를 들면 광고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화된(personalized) 또는 개별적인 메시지 일

수도 있다. 상기 메시지는 이용자에 의해 사전에 추가정보기기에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저장된다. 추가 정보는 예를 들

면 이용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상기 추가 정보는 이미지, 오디오 정보,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저

장 후 사전 선택(pre-selection)을 매개로 검색되고 피호출자에게 보내진다.

추가코드는 바람직하게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특수한 사전 선택 번호의 입력이나 작동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상

기 사전 선택 번호는 통신연결의 형성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 전에 누른다. 그러므로, 전화를 받는

자에게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정보나 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이용자는 간단하게 예를 들

면 전화를 받는 자, 즉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전화번호 전에 사전 선택 번호를 누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이 연결된 통신망에서 추가 정보나 사전 선택 코드는, 추가 정보가 통신 컨텍스트의 형성

을 위한 신호에서나 호(call) 형성시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는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그래픽 또는 오디오/비디오 호(call)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추가코드나 사전 선택 코드는 가입자 메모리에 저장되고, 예를 들면 하나 또는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 호(call) 식별코드에 배정된다. 상기 호(call) 식별코드는 전자 전화번호부 기입을 형성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이용자는, 특정 전화번호부 기입이 항상 추가 정보의 전달과 연결되는 것을, 먼저 쉽게 조

절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정보기기는 추가코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의 다수 추가 정보에서 선택된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전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개인화된(personalized) 또는 수신자에 맞춰진 광고나 정보는 수신자

에게 도달할 수 있다. 즉, 수신자는 예를 들면 그의 주요 관심에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는다. 이때, 호출자는 예를 들면 일정

한 목적을 갖고 일반적인 정보나 호출자의 특수한 정보나 수신자(대부분의 경우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를 위한 광고

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코드는 예를 들면 제품이나 포스터에 제공되거나 또는 정보 매체에 보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이러한 특수

번호를 사전 선택(pre-selection)으로 전화를 받는 자의 전화번호 전에 누를 수 있으며, 상기 사전 선택은 사전에 정해진

내용을 유발하거나 조절하며, 상기 내용은 추가 정보로서 광고나 그 밖의 정보 형태로 전화를 받는 자에게 전달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자신의 제품에 개별적인 추가코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기 추가코드는 이용자에게 예를 들면 다른 가입자에

게 한번이나 여러 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정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고객연결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다. 사전 선택으로서 특정 추가코드가 제공된 제품의 구매자에게 예를 들면 이러한 사전

선택을 이용할 때 장점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정해진 포맷(format)에서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및/또는 멀티미디어

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추가 정보는 개인적인 전자 데이터 카드의 형태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그래픽으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를 멀티미디어 전자 카드 또는 명함으로 전달하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보를 직접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

션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 정보는 특히 데이터 패킷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데이터 패킷은 유저 스테이션의 적어도 하나의 저

장되거나 선택된 호(call) 식별코드에 배정되거나 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의 전송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추가 정보 수신 허가에 따라 행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받기

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한 가입자만이 추가 정보를 받는 것이 확실해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가입자는 대가로 예를 들

면 요금혜택, 보너스 포인트, 또는 그 밖의 장점이나 특수한 통신 서비스, 예를 들면 스스로 멀티미디어 정보나 데이터 뱅

크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스팸에 대한 보호나 원치않는 광고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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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의 전송은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허가에 따라 행해진다. 이렇게 함으로

써, 가입자는, 광고를 추가 정보로서 받고 싶은 지와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정보를 다른 가입자에게 보내는 장점을 가질

것인 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의 전달 전에, 질의 데이터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보내지고,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대답 신호에 따라 상기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여 지거나 보여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허가가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스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가입자는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신방법의 장점들을 이용하기 원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비싸거나 가입자의 특수한 행동과 연결된

사전 허가가 누락됨으로써, 방법 또는 시스템의 보다 빠른 수용과 보다 빠른 시장 진입이 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여러 가지 방식의 추가 정보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에 교대로 보여 지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호출자의 개인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는 광고 메시지와 교환되어 보여 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연결의 종료 후에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에 보여 지고, 그곳에서 예를 들면 바로

다음 전화가 들어오기까지 스크린세이버의 기능을 맡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와, 그래픽적으로 호감이 가고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일치하는 정보와, 또는 항상 실제 정보도 유저 스테이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단말기의 제시

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미지 장점을 얻는다.

특히, 추가 정보는 이미 연결의 형성시나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함

으로써, 호출자는 예를 들면 호출자의 개인적인 전자 멀티미디어 데이터 카드를 보거나 및/또는 들으며, 그 후 전화를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정보를 볼 수도 있으며, 전화를 받음으로써 보너스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함

으로써, 광고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코드를 통해 보너스 신호가 생길 수 있으며, 상기 보너스 신호는, 각 유저 스테이션에 요금할인 정보를 배

정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배정된다. 각 가입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보너스 포인트를 모을 수 있고, 상기 보너스 포인트는 후에 예를 들면 자신의 유저 스테이션을 통해 상환될 수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추가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연결은 보너스 포인트 또는 신용 포인트를 갖고 보상될 수 있다. 보너스 포인

트는 예를 들면 무료 통화단위나 무료 통신 유닛(unit), 무료 벨소리, 무료 로고, 기타 등등과 바꾸어 상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교환장치는 통신시스템에 대해 적합하며, 정보나 데이터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

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과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사이에 통신 컨텍스트를 형성하

기 위한 교환기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추가정보기기를 포함한다. 상기 교환장치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데이터를 텍스트 내용과 이미지 내용을 가진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개

인적 데이터 카드로서 보일 수 있기 위해, 통신 컨텍스트의 형성을 위한 신호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데이터 및/또

는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한다.

본 발명에 따른 교환장치를 통해, 메시지, 특히 광고 메시지는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게 배치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수용의

정도가 높아진다. 또한 정확히 결산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입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개인적인 데이트를 보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언급된 방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장점들이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교환장치는 추가 정보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에 연결한다. 이로

써 무엇보다고 높은 수용력(capacity)이 이루어진다.

상기 장치는 특히 추가 정보 선택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추가 정보 선택장치는 추가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다수의 추가 정

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가입자 식별자 번호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일정

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다. 이로써, 특히 효과적인 배치와 포지셔닝(positioning)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요금파악 유닛(unit)이 제공된다. 상기 요금파악 유닛에서, 유저 스테이션을 위한 요금파악 데이터는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허가에 따라 파악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매력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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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비교 유닛이 제공되며, 상기 비교 유닛는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유저 스테이션의 허가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공, 전송 및/또는 저장을 허락하거나 금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가입자는, 방법에 참여하여 이득을 얻기

를 원하는 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가입자가 허가에 반대 결정을 할 경우, 상기 가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입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추가 정보 데이터 카드의 형태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로써, 추

가 정보는 예를 들면 가입자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포맷(data format)에서, 특히 상기 언급한 ID 카드 포

맷에서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유저 스테이션에 질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질의 유닛와,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해 각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하는 선택회로가 제공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입자는 원치않는 광고로부터 보호되며, 개개의 경우 원할 경우 광고에 의해 재정지원이 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호출자는 개개의 경우 광고를 통해 자신의 호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에 의해

재정지원이 된 통신서비스는 매우 빨리 수용되고 보급된다.

바람직하게는, 질의 데이터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내지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의사

가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형성된다. 선택회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하거

나 저지할 수 있다.

질의 데이터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바람직하게 추가 정보 모델들 또는 광고 모델들에 대한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회로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을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이때, 바람직하게는 선택가능한 또는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관련 정보의 입력을 위한 필드

(field)와 연결된다.

바람직하게는, 선택회로는,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이 허가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 수단

을 포함한다.

교환장치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보내진 정보를, 추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의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

는 완전하게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의 표시에 대한 의사에 따라, 유저 스테이션에 대해 요금할인 데이터나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성능

의 저장을 위한 가입자 메모리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교환장치는 선택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선택회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에 접속된 추

가코드에 따라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한다.

상기 교환장치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또는 통신방법이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과 관련하여 언급된 장

점들과 특징들은 본 발명에 따른 교환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직하게는, 교환장치는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을 가진 통신망의 부분이며, 예를 들면 추가코드를 받을 때 호(call) 설정

신호에서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달하도록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 선택장치가 제공되며, 상기 추가 정보 선택장치는 추가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다수의 추가 정보

에서, 추가코드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갖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선택한다.

선택회로는 예를 들면 추가코드에 따라 보너스 신호를 만들며, 상기 보너스 신호는 첫 번째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에 요금할인정보나 그 밖의 이득되는 정보를 배정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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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스템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저 스테이션은, 다른 유저 스테이션들과 연결하기 위해 통신망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 데이터 카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데

이터의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유닛 및 데이터 카드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추가 정보를 처리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추가 정보는 데이터 카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첫 번째 유

저 스테이션의 호(call) 데이터에 연결되며, 여기서 데이터 카드 허용 회로가 상기 유저 스테이션이 추가 정보 수신에 활성

화되었는지에 따라 데이터 카드의 생성 및/또는 전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저지한다.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카드 허용 회로가 제공되며, 상기 데이터 카드 허용 회로는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유저 스테이션의

허가에 따라 데이터 카드의 생성 및/또는 전송을 허락하거나 저지한다. 이로써, 가입자는 들어오는 전화(call)나 들어오는

메시지, 예를 들면 광고를 받고 싶은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면 ID 카드를 만들고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카드는 데이터 메모리에서 다른 유저 스테이션의 각 하나 또는 다수의 선택 주소(selection

address)에 배정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는 쉽고 간단하게 처리되고, 생성되고, 주소에 따라 전송될 수 있다.

통신망에서의 추가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 데이터 카드의 형태로 디스플레이에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ID 카드와 추가 정보는 동일한 포맷(format)에서 처리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정보는 디스플레이에 ID 카드와 교환되어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뿐만 아니라 개

인적인 데이터 세트(data record), 또는 ID 카드는 보여질 수 있다.

프로세서 유닛(processor unit)dms 바람직하게는 다른 유저 스페이션을 통해 유저 스테이션의 또 다른 전화 걸기가 행해

지기 까지 디스플레이에 추가 정보의 표시를 야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 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저 스테이션에 보여질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표시기간은 교환장치에서 측정가능하다. 따라서, 광고는 정확히 결산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어 프로그램은 통신시스템의 유저 스테이션에 적절하며,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미지, 오디오, 비디

오, 텍스트 및/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수신하고

및/또는 호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세트가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카드로서 표시되도록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세트를 하나 또는 다수의 저장된 가입자 식별코드에 배정하는 단계; 여기서, 허가 파라미터가, 분리된 추가정

보기기로부터 수신된 추가 정보를 재현하기 위한 허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데이터 카드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된다.

본 발명은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도 포함한다.

A) 정보 및/또는 데이터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

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이 제공되고, 추가정보기기에서 나가는 추가 정보는 전송되고,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설정 신호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적용되는 선택기능에 따라, 통신연결의 형성시 또

는 통신연결 후 추가 정보는 추가정보기기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통신시스템에서 추가 정보의 전송

을 위한 방법.

B) 정보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이 제공되고, 추가정보기기에서 나가는 분리된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

이션으로 전송가능하며,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질의 데이터는 유저 스테이션의 적어도 하나의 유저 스테이션에 보내지고,

추가 정보는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한 각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보여 지는, 통신시스

템의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의 선택적인 전송을 갖춘 방법 또는 통신방법.

C) 통신시스템 내부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이 제공되고,

분리된 추가정보기기에서 나가는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가능하며,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에 접속된 추가코드에 의해, 추가정보기기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

가 정보의 전송이 야기되는, 추가 정보의 실행된 전송을 갖춘 방법 또는 통신방법.

D) 호(call) 설정 신호를 받을 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을 만드는 교환기와,

선택된 유저 스테이션들을 위해 추가 정보를 준비하기 위한 추가정보기기를 가지며, 선택회로가 제공되고, 상기 선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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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설정 신호에 포함된 가입자 식별자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허가 기능에 따라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는, 통신시스템을 위한 교환장치. 예를 들면, 선택기능은 추가정보기기의 부분이

다.

E) 정보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과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사이에 통신연결을 만들기 위한 교환기와, 분리된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보내기

위한 추가정보기기를 가지며, 상기 추가정보기기는 유저 스테이션의 하나로 질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질의 유닛를 포함

하며,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한 각 유저 스테이션의 응답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

하는 선택회로를 갖는, 통신시스템의 유저 스테이션들로 추가 정보의 선택적인 전송을 갖춘 교환장치.

F) 호(call) 설정 신호를 받을 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을 만드는 교환기와,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한 추가정보기기를 가지며, 선택회로가 제공되고, 상기 선택회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에 접속된 또는 직렬로 접속된 추가코드에 따라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

션으로 전송하는, 통신시스템을 위한 교환장치.

G)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망과 연결되거나 연결가능한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을 가지며, 본 발명에 따른 교환장치를 포함

하는 통신시스템.

H) 다른 유저 스테이션들과의 연결을 위한 통신망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 및/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

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와, 데이터 카드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표시하기 위한 프로세서 유닛을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디스플레이에 통신망에서 받아들여진 추가 정보의 준비와 표시를 위해 형성된, 통신시스템을 위한

유저 스테이션.

본 발명에 따른 방법, 교환장치, 통신시스템, 유저 스테이션 또는 제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언급되었거나 이하 상세히 언

급될 장점들과 특징들은 본 발명의 각기 다른 관점에도 적용되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실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첫 번째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보인 개략도,

도 2a는 양 유저 스테이션(user station)이 동일한 공급자(provider)에게 속할 때, 전화를 거는 가입자의 통신망

(communication net)에서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생성(generation)을 보인 개략도,

도 2b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동일한 공급자에게 속할 때, 로밍(roaming) 파트너의 통신망에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

략도,

도 3a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통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 전화를 거는 가입자의 통신망에

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략도,

도 3b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통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 전화를 받는 가입자의 통신망에

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략도,

도 4a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외국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때, 전화를 거는 가입자의 통신망에

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략도,

도 4b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외국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때, 전화를 받는 가입자의 통신망에

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략도,

도 4c는 양 유저 스테이션이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외국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때 로밍 파트너의 통신망에서 추가

정보의 생성을 보인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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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인터넷(Internet) 및/또는 인트라넷(Intranet)이 통신시스템의 일부인,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두 번째 실시형태

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보인 개략도,

도 6은 유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Display)에서 조작과 해당 메뉴명령의 진행을 보인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법이 실시가능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세번째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위한 일례

를 보인 개략도,

도 8은 질의 데이터(query data)가 피호출자에게 보내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방법의 진행을 보인 개

략도,

도 9는 질의 데이터가 호출자에게 전해지는,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방법의 진행을 보인 개략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실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네 번째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을 보인 개략도,

도 11은 또 다른 바람직한 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방법의 진행을 보인 개략도이다.

실시예

먼저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첫 번째 관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첫 번째 예로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이 속하는 통신시스템(10)을 도시하고 있다. 단순화를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

이션(11)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만 각각 도시하였다. 유저 스테이션(11, 12)은, 예컨대 이동통신기기나 휴대용 전화

(mobile cellular telephone), PDA, 랩톱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일반 전화교환망 전화 또는 일반적으로 통신망(13)에 대

한 인터페이스(interface)(11a, 12a)를 가진 임의의 유형의 일반적인 통신기기이다.

통신망(13)에 의하여, 언어, 데이터 및 여러 가지 방식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한 유저 스테이션에서 다른 유저 스테이션으

로 전송하거나 쌍방향 교환하기 위한,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의 연결이 형성된다. 통신망(13)은 추가정보기기(14)에

전자식으로 연결된다. 상기 통신망은 추가 정보 형태의 데이터들이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의 연

결에 접속될 수 있도록 상기 추가정보기기에 연결된다.

상기 통신망은 교환기(16)를 가진 교환장치(exchange device)를 포함하며, 상기 교환기는 셋업 신호(set-up signal), 즉

통신 컨텍스트(contect) 설정 신호를 수신했을 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통신연

결(15a, 15b)을 형성하거나, 또는 통신 컨텍스트를 설정한다.

추가 정보들은 추가정보기기(14)의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 저장되며, 여러 가지 유형의 다수의 추가 정보들이 데이터 패

킷(data packet) 형태로 저장된다. 추가 정보들은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시그널 이미지, 텍스트, 언어,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광고 메시지를 포함한다. 주소 메모리(address memory)에서 추가 정보들은 주소나

사용자 식별 번호 또는 코드와 연결되며, 이에 따라 특정 사용자에 대한 추가 정보의 배열이 제공된다.

이 이외에도,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는 각 사용자 또는 가입자 또는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을 위해 다수의 추가 정보

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임의로 또는 소정 체계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은 하나의 데이터 메모리(11b, 12b)를 가지며, 이 데이터 메모리에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 특히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 또는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들은

일 포맷의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데이터 카드(이하, ID 카드라 함)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개별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는 예컨대 텍스트와 이에 속하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음렬, 오디오 및/또는 비

디오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자신의 유저 스테이션(11, 12)에서 ID 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사 문장을 정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다. 즉, ID 카드는 예컨대 각 사용자의 특정 정보를 포함한

다. 유저 스테이션(11, 12)에서 ID 카드는 프로세서(processor)의 도움으로 로딩되고, 수용되며, 편집되고, 저장 및/또는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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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수의 ID 카드는 관련 유저 스테이션(11, 12)의 각 메모리(11b, 12b)에 저장될 수 있다. ID 카드는 유저 스테이션

(11, 12)의 주소록 메모리에 위치하는 사용자 번호, 사용자 식별 번호 또는 코드가 할당된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를 호출

하면, 할당된 저장 ID 카드는 그곳으로 보내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개별 ID 카드가 할당되지 않은 모든 피호출 사용자에

게 보내지는 일반적인 ID 카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망(13)을 통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통신연결(15a, 15b)이 설정되면, 통신

망(13)의 교환기(16)에서는 먼저 피호출 사용자(이 경우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사용자 ID를 체크한다. 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호 설정 신호를 수신한 때 또는 통신 컨텍스트 설정 신호를 수신한 때 실행된다.

이어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이 추가 정보 수신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이 정보는 선택기능에 포함되어

있다. 추가 정보를 받을 준비는 보통의 경우 공급자나 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의 상응하는 작동에 의해 실행된다.

두 번째 또는 피호출 사용자의 선택 기능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경우라면, 수화 유저 스테이션(12)의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추가 정보를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서 불러와, 호 설정 또는 설정 신호와 함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된다.

이를 위해 추가 정보는 사용자 ID에 연결된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보내진 데이터 패킷(data

packet)에 연결된다.

두 번째 또는 피호출 사용자의 선택기능에 대한 허가가 없는 경우라면, 피호출 유저 스테이션(12)의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추가 정보가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며, 설정 신호만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된다. 따라

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 사이의 연결은, 추가 정보의 변환 또는 연결 없이 실현된다.

ID 카드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이 ID 카드는

호 설정 신호나 텍스트 메시지 또는 일반적인 SMS에 기포함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허

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D 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도달한다. 허가는 단지 ID 카드의

발송 및/또는 생성을 위한 요건이다.

두 번째 스테이션(12)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호 또는 설정 신호가 수신되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해 전송된

ID 카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Display)에 추가 정보에 함께 표시된다. 추가 정보와 ID 카드는 교대

로 보여지며, 추가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또한 ID 카드 포맷(format)으로 제공된다.

연결의 종료 후,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남아 있다. 이는, 다른 호출(call)가 수신되지 않

는 한 추가 정보의 재현은 지속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호출(call)이 수신될 때, 다음에 이어지는 추가 정보는 유저

스테이션(12)에 도달하여 표시될 수 있다.

ID 카드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ID 카드를 다른 기기에서 생성한 후 유저 스테이션에 로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컨대 이미지 및 언어 데이터는, 예컨대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또는 수신 SMS에 의해 유저 스테이션에 로딩될 수 있다. 반

면, 텍스트 및 언어 데이터는 유저 스테이션에서 직접 생성될 수 있다.

광고 메시지 수신을 허가함으로써, ID 카드 무료 생성을 위한 생성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광고 메시지는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의 프로젝트 파트너에 의해 사용자의 호(call)에 첨부될 것이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피호

출자는 예컨대 3초 간격으로 교대로 호출자의 ID 카드와 광고 메시지를 받는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의해 호출이

수락된 후, 광고 메시지는 그곳 디스플레이에 남게 되고, 호 단절 후 스크린세이버(Screensaver)로 변환된다. 이 스크린세

이버는 다음번 호출(call)이 수신되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ID 카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적용자 또는 사용자는 자신의 ID 카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광고 메세지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호 호출자의 ID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능은 국제로밍방법에 의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공급자(provider)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광고를

연결하는, 즉 광고 메시지가 그 고객의 수신 호(call)에 첨가되는 폐쇄(closed) 시스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각 피

호출자가 호출자의 공급자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개방(open) 시스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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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예에서, 통신망(13)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추가정보기기(14)는 추가 정보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오는 호(call) 또는 통화 상태 설정 신호에 연결하며, 호(call) 또는 해당 신호를 연결된 추가 정보와 함께 두 번째 유저 스테

이션(12)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전체 정보는, 공급자의 통신망(13)에서 순방향 연결(15b)을 통하는 대신, 외부 망(foreign

network)(17)의 사업자와 로밍 연결(17a,17b)을 통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허가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호출자 식별자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의 ID 카드 및 추가 정보에 포함된 광고 메시지를 받는다. 이 경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자신의 ID 카드도 생성

되어 발송될 수 있다. 서비스는 활성화 상태에 있다.

허가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있는 가입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호출자 식별자 또는 사용

자 식별자와 ID 카드를 받지만, 광고나 그 밖의 추가 정보는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ID 카드가 생

성될 수 없고 발송될 수 없다. 서비스는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

도 2a와 도 2b는 양 유저 스테이션(11, 12)이 동일한 공급자에 속하는 통신시스템을 위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는 추가정보기기(14)가, 호출자 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이 속하는 통신망(13) 내에서 추가 정보를 생성하고

접속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호출자의 전송망 사업자에 의해 생성된 광고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수신된다.

이때, 연결은 통신망의 사업자의 통신연결(15a, 15b)을 통해 또는 외부 망(17)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로밍 연결(17a,

17b)을 통해 직접 실행될 수 있다.

도 2b에서 연결은 외부 망(17)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로밍 연결(17a, 17b)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정보기기(14)는 외부 망(17)의 일 부분이다. 이는 외부 망(17)의 사업자는 로밍 방법 내에서 광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호(call)에 접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로밍 파트너에 의해 생성된 광고가 수신된

다.

도 3a와 도 3b는 양 유저 스테이션(11, 12)이 국내에서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국내 통화가 실행되는 통신시스템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호출자 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이 속해 있는 통신망(13) 내에서 추가정보기기(14)가 추가 정보를 생성하

고 접속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호출자의 전송망 사업자에 의해 생성된 광고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수신된

다. 이때, 연결은 외부 망(17)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연결(17a, 17b)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 3b에서 연결은 외부 망(17)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연결(17a, 17b)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경

우, 추가정보기기(14)는 외부망(17)의 일 부분이다. 즉, 외부 망(17)의 사업자는 광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호(call)에

접속한다.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파호출 가입자의 통신망의 사업자에 의해 생성된 광고가 수신된다.

도 4a, 도 4b, 도 4c는 양 유저 스테이션(11, 12)이 국내의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속하고 외국으로 통화하는 통신시스템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4a는 호출자 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이 속하는 통신망(13) 내에서 추가정보기기(14)가 추가 정보를 생성하고

첨가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연결(18a)을 통해, 광고를 포함한 호(call)는 수신자가 속한 통신망(19)의 사업자에 전해

진다. 이어서, 광고를 포함한 호(call)는 연결(18b)을 통해 로밍 파트너의 통신망(20)에 전해져, 다른 연결(18c)을 통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이른다. 그곳에서, 호출자의 전송망 사업자에 의해 생성된 광고가 수신된다.

도 4b에서 연결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정보기기(14)는 수신자가 속한 통신망(19)의 이 부분이

다. 즉, 통신망(19)의 사업자는 광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것을 호(call)에 접속한다.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피호출 가

입자의 통신망(19)의 사업자에 의해 생성된 광고가 수신된다.

도 4c에서도 연결은 도 4a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정보기기(14)는 로밍 파트너 통신망(20)의

일 부분이다. 즉, 로밍 파트너는 광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것을 호(call)에 접속한다.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로밍 파트

너에 의해 생성된 광고가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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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통신시스템(30)을 도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은 인터페이스

를 통해 이동망 또는 통신망(31)과 연결된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대한 통신연결은 다른 이동망 또는 통신망(32)

을 통해 형성된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은 통신망(31, 32)을 통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호를 수신한

다.

추가적으로, 통신망(31, 32)과 세계 정보망(33), 예를 들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에 연결이 존재한다. 세계 정보망

(33) 내의 첫 번째 서버 스테이션(34)은 추가 정보(예컨대 광고 메시지)를 형성하여 전송한다. 첫 번째 통신망(31)에서 유

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호출자 신호가 수신되면, 이러한 추가 정보 또는 데이터 패킷이 호(call)에 첨가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서버 스테이션(34)에 질의(query)가 전송된다. 첨가될 수 있다면, 해당 데이터는 수신자 영역에 속

한 다른 서버 스테이션(35)에 전달된다.

이어서, 유저 스테이션(12)인 수신자 측에서 추가 정보의 선택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즉 이에 대한 허가가 존재하는 여부

가 체크된다. 이 경우, 추가 정보, 예를 들면 광고 메시지나 그 밖의 데이터 형태의 뉴스들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서 나오는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에 접속되거나 첨부된다.

일반적으로, 작동준비 중인 정상 상태, 즉 예를 들면 Wireless-Local-Area-Network(W-LAN), GPRS 또는 I-Mode 작

동 모드와 같은 Always-On 작동에서, 추가 정보, 예를 들면 광고 메시지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수신된 호출이 없는 경우에

도 전송되고 갱신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무료 엑세스가 가능하고, 저렴한 다운로드

(Download)의 가능성, 또는 호 또는 통신 수신자 측에서 자신의 추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본 발명의 첫 번째 관점에 따른 주요한 장점은 무엇보다도, 광고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ID 카드나 그 밖의 데이터를 호출

수락 이전에 무료로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은 호출음 또는 호출 신호 또는 설정 신호를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과 연결한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호(call)가 서버를 활성화한다. 또한, 인터넷/인트라넷 데이터 교환 또

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의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 또는 ID 카드의 전달은 짧은 메시지 또는 SMS의 전송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짧은 메시지 또는 SMS가 종

래의 방식으로 사용자의 메뉴에 수신되고, 이에 의하여 발송자의 ID 카드와 결국에는 이와 교대로 광고가 수신자의 디스플

레이에 즉시 나타나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광고를 전송망 사업자의 데이터와 함께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의하여, 공급자 식별코드는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변하는 예컨대 스크린세이버 형태의 광고 메시지일 수 있다.

도 6은 유저 스테이션(11, 12)의 디스플레이에서 작동 방법과 해당 메뉴 명령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주소록 명령(51)을 통해, 사용자의 이름과 번호를 가진 주소록 엔트리(51a)가 호출된다. 설정 명령(52)을 통해 ID 카드가

생성되거나 표시될 수 있다. ID 카드 생성 명령(52a)은 ID 카드 생성을 실행하며, 여기서 이 ID 카드 생성 명령(52a)에는 "

텍스트 삽입"(53), "이미지 삽입"(54), "오디오 삽입"(55) 명령을 가진 하위메뉴가 이어진다. ID 카드 표시 명령(56)은 ID

카드를 표시하도록 하며, ID 카드 표시 명령(56)은 "삭제"(57)와 "편집"(58) 명령을 포함하는 하위메뉴를 가진다.

기능 선택 명령(61)을 통해, 사용자는 "활성화"(62)와 "비활성화"(63)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 메시

지에 대한 수신자의 선택 기능이 온 또는 오프될 수 있다.

다른 설정 명령(64)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령을 포함하는 하위 메뉴에 접근한다:

65: 다음 호(call)를 위해 ID 카드를 삭제;

66: 모든 ID 카드 on/off;

67: 모든 발신 호(call)에 대해 일반 ID 카드를 사용;

68: ID 카드 없는 모든 수신 호(call)에 대해 일반 ID 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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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소록에 ID 카드 삽입;

70: 일반 ID 카드를 생성.

메뉴 항목(69)으로부터, 주소록 엔트리가 호출될 메뉴 명령(51a)에 접근한다. 메뉴 명령(70)으로부터 상기한 하위 메뉴

(53, 54, 55)에 다시 접근한다.

본 발명은 무엇보다도 무선이동기기를 통해 ID 카드와 그 밖의 데이터 패킷의 생성과 무료 발송을 가능케 한다. 이때, ID

카드는 호출자 식별자 또는 호출자 ID 또는 가입자 식별자와 동시에 피호출자에게 전송되는 예를 들면 자유로이 선정가능

한 이미지, 텍스트, 번호 및/또는 언어 데이터 파일일 수 있다. 따라서, 무선이동기기의 호출자 식별자와 동시에 추가 데이

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동 유저 스테이션을 위한 해당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ID 카드를 저장하고 생성할 수 있다. 이러

한 ID 카드는 저장된 번호들과 관련될 수 있다. 자신의 ID 카드 배당이 없는 저장되지 않은 모든 번호들과 저장된 모든 번

호들에는 일반 ID 카드가 할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ID 카드 또는 그 일부는 단말기에서 생성되거나 단말기에 로딩될 수

있다. 덮어쓰기 기능은 예를 들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덮어쓸 수 있게 한다. 호출자 식별 숫자 또는 호출자-ID는 예를 들면

ID 카드 내에 통합된다. 이러한 데이터 패킷의 적절한 처리 및 전송을 위해서는 특히 이동망이 적합하다.

데이터 패킷의 무료 생성과 전송의 가능성 외에도, 이용자를 위한 다른 장점으로는 허가가 실행될 때 단말기 할인의 가능

성, 기본요금 면제나 기본요금 할인이 있다. 또는 매달 전화요금 통지서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다.

광고는 지역적, 국내, 국제적으로 접속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는 특히 효과적인 세계적 광고 플랫폼(platform)과 광고의 특

정 타겟팅의 장점을 가진다. 삽입되는 광고는 예컨대 국가번호에 따라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광고 수신자의 수와

스크린세이버로서 광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단말기 스위치가 켜질 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숫자는 통계적으로

보고되고 서비스에 따라 결산될 수 있다.

또한 나이와 성별에 따라 타겟 광고가 실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이러한 명세는 자발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급자 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에 사용자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스크린세이버가 여러 번 보임으로써 높은 광고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활동적 표시는, 특히 집에서, 사무실에서, 음식점에서, 술집에서 예를 들면 휴대용 전화를 통해 실행

된다. 이동통신기기로부터의 및/또는 이동통신기기로의 데이터 전송,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은 오늘날의 생활 습성

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는 광고 플랫폼의 설비를 통한 추가소득의 가능성, UMTS 사용과의 연결, 경쟁에 있어 우월, 자신의 새로운 서비스

와 제삼자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통하여 장점을 갖는다.

추가로, 벨소리를 음악, 오디오 또는 언어 메시지로 덮어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표시의 충돌시에는,

허가에 따라 특정 표시의 우선기능을 설정하는 적절한 덮어쓰기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

이하, 도 7 내지 도 9을 참조로 본 발명의 두 번째 관점을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교환장치를 가진 통신시스템(200)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통신시스템(200)에

는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이 속하나, 단순화를 위하여 여기서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만

도시하였다. 유저 스테이션(11, 12)은 예를 들면 이동통신기기나 휴대용 전화, PDA, 랩톱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일반 전

화교환망 전화 또는 통신망(13)에 대한 인터페이스(interface, 11a, 12a)를 가진 일반적인 임의의 유형의 통신기기이다.

통신망(13)을 가진 통신시스템(200)은 교환기(16)를 포함하며, 상기 교환기는 호 설정 신호, 즉 통신 컨텍스트 형성 신호

또는 설정 신호를 받을 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통신연결(15a, 15b), 즉 통

신 컨텍스트(communication context)를 만든다. 언어, 데이터 및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보들을 한 유저 스테이션에서 다

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거나 쌍방향 교환하기 위해, 통신망(13)에 의해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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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망(13)은 추가정보기기(14)에 전자식으로 연결된다. 상기 통신망은 추가 정보 형태의 데이터들이 추가정보기기

로부터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의 통신연결(15a, 15b)에 접속될 수 있거나 통신연결(15b)의 컨텍스트 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추가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추가정보기기(14)에 연결된다.

추가 정보들은 추가정보기기(14)의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 저장되며, 여러 가지 다수의 추가 정보는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의 형태로 저장된다. 추가 정보는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언어, 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광고 메시지이다.

이 이외에도, 질의 데이터(81, 82)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 12)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내기 위해

질의 유닛(14b)이 제공된다. 선택 회로(14c)는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의 응답 신호(91, 92)에 따라 추가 정보의 전송을

실행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피호출자가 현재 호(call)에 다른 정보를 보

기 원하는 지를 여부를 묻기 위해, 질의 데이터(82)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내진다. 이 경우, 선택 회로(14c)

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에 따라 추가 정보를 상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즉, 응답 신호(92)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추가 정보가 표시될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시되

지 말아야 할 경우, 기본 데이터나 정보 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정보의 첫 번째 부분만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12)으로 전송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가 추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면, 선택 회로(14c)

는 추가정보기기(14)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실행한다.

예를 들면 추가 정보로서 접속된 하나 또는 다수의 광고 메시지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보내진 추가 정보 또는

다른 추가 정보들과 교대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표시된다.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예컨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

(11)에서 보내진 이미지, 비디오, 언어, 텍스트, 오디오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는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 형태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된다. 이 경우, 상

기 정보들은 보통 추가 정보 또는 광고 메시지의 첨가 없이 표시되는 기본 데이터 또는 기본 정보를 보충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완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세트는 ID 카드 형태로 추가정보기기의 광고 메시지와 교대로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법은 SMS 메시지 또는 MMS 메시지의 전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메시지 또는 SMS/

MMS 메시지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작성되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내진다. 이어서, 통신망(13)의

교환장치의 질의 유닛(14b)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광고가 표시되어야 할지를 묻기 위해, 질의 데이터(82)를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낸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부터 응답 신호(92)를 통해 표시가 확인될 경우, 두 번째 유저 스

테이션에서 SMS 메시지 또는 MMS 메시지에 대한 추가 정보로서 광고가 수신되고 표시된다.

광고 메시지의 표시는 예를 들면 SMS 또는 MMS 메시지의 표시와 교대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전에 소정 기간 동안 실행

된다. 광고의 추가 표시 의사에 대한 대가로 가입자는 특정 수익을 가지며, 이는 사용자에게 배정된 수익 메모리

(advantage memory)에 수익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러한 수익은 예컨대 통신비 할인, 보너스 포인트, 무료 유닛, ID 카드

를 전송 및 수신 기회, 등이다.

이러한 수익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 또는 호출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 또는 피호출자에

대해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각 사용자에 배정된 메모리에 수집된다. 특히, 질의 데이터와 함께, 피호출자는 추가 정보의

표시 의사를 확인하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있는 호출자가 요금 수익 또는 다른 수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질의 데이터(82)에 의해 피호출자에게 수익이 제공될 수도 있다.

도 8은 상기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방법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있는 호출자(A)는(도 7 참조) 개인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를 보낼 수 있는(단계 1) 기회를 실행한다. 이때, 호출자(A)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가입자(B)의 전화번호를 누른다(단계 2). 그러면, 호출 정보가 추가정보기기(14)로 전

송된다(단계 3). 여기서 먼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이 광고 수신을 허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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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있으면, 광고 메시지의 형태의 추가 정보는 예컨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해 전송된 멀티미디어 ID 카드

와 교대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즉시 표시된다(단계 9). 광고 수신 허가가 없다면, 질의 데이터(82)(도 7 참조)는

추가정보기기(14)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달된다(단계 5). 여기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추가로

제공되는 표시창에 질의 데이터가 나타난다(단계 6).

이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광고정보의 표시 의사에 대한 질의가 행해진다. 이는 적절한 입력을 통해 응답될 수

있다(단계 7). 예를 들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B)가 호출자(A)의 ID 카드와 추가 광고를 보기를 원하는 지를 묻는다. 의사

가 없으면, 부정적인 응답 신호(92)가 추가정보기기(14)로 보내지며, 광고 메시지의 형태의 추가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다.

광고 메시지는 삭제되거나 억제된다(단계 8). 하지만 광고 정보를 받을 의사가 있다면, 상기 광고 정보는 예를 들면 첫 번

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해 전송된 멀티미디어 ID 카드와 교대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단계 9).

이러한 통신방법에 의해, 광고로 인한 방해 없이, 가입자에 직접 접촉하여, 광고 수신의 대가로 ID 카드 교환 시스템에 참

여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특히 ID 카드의 전송에 대한 비용은 현저히 감소 될 수 있

다.

이하, 도 7에 도시된 통신시스템(200)을 참조하여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 방법을 설명한다.

여러 가지 광고 모델 또는 추가 정보 모델들에 대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질의 데이터(81)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

으로 전송된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로 전달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상기 광고 모

델 또는 추가 정보 모델에서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응답 신호(91)와 함께 추가정보기

기(14)에 전달된다. 이에 이어, 상기 추가정보기기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전달된다. 따라서, 두 번째 유저 스

테이션(2)에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정보에 더하여, 예를 들면 호출자에 의해 선택된 광고를 포함하는 호출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 정보가 표시된다.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선택가능한 추가 정보 모델들에는 입력필드(input field)가 제공되며, 호출자는 이 입력 필

드에 개인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입력필드 내의 호출자의 개인 메시지는 추가 정보와 연결된다. 이

경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는, 호출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 정보 또는 광고 메시지가 호출자의 개인적 텍스트와

함께 표시된다.

호출자의 개인적 메시지 또는 주요 정보가 제공된 추가 정보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해 전송된 데이

터와 교대로 표시된다. 이 데이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는 개

인적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ID 카드이다. 따라서, 호출자는 ID 카드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도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ID 카드는 호출자에 의해 개인화된(personalized) 광고와 함께(또는 교대로) 수신자에게, 즉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도 9는 상기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통신방법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도 7 참조)에 있는 호출자(A)는 먼저 데이터, 예를 들면 ID 카드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전송을 실행한다(단계 1). 호출자(A)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사용자(B)의 전화번호를 누른다(단계 2).

이제, 호출자(A)는 추가정보기기(14)에서 각 하나의 주요 입력필드를 가지는 일련의 선택된 광고 모델을 수신한다(단계

3). 호출자(A)는 주요 정보를 주어진 영역에 입력한다(단계 4). 이어서, 호출자(A)는 그 입력을 확인한다(단계 5). 확인이

없으면, 새로운 선택, 즉 단계 3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 후, 선택된 광고 모델 또는 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인 주요 정보와 함께 예를 들면 서버(Server)로 형성된 추가정보기

기(14)로 응답 신호(91)와 함께 전송된다(단계 6). 이제, 광고는 주요 정보와 함께 사용자(B) 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

(12)으로 전송된다(단계 7). 여기서 광고는 주요 정보와 함께 사용자(B)에게 표시된다(단계 8).

호출자가 추가 광고 메시지를 직접 선택하고 개인화함으로써, 즉 개인적 메시지 또는 권고가 첨가됨으로써, 광고의 보급

손실이 현저히 감소된다. 광고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성가시게 인식될 위험이 감소 된다. 동시에, 사용자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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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분적으로 광고로 재정지원을 받아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다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미지나 그

밖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제공되는 개인 주소 데이터 패킷은 ID 카드와 교환되거나 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에 대한 비용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예컨대 주소 메모리 내에서 주소나 사용자 식별 숫자 또는 코드에 연결되며, 이에 따라 특정 사용자에 대한 추

가 정보의 할당이 실행된다.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은 데이터 메모리(11b, 12b)를 가지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특히 텍스트, 이미지, 오디

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 또는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이때, 데이터들은 일 포맷의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로서 표시가 가능하게 한다.

개별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는 예를 들면 텍스트와 이에 속한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음렬,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자신의 유저 스테이션(11, 12)에서 ID 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

으며, 사진에 인사 문장을 제공하고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다. 유저 스테이션(11, 12)에서 ID 카드는 프로세서

(processor)에 의해 로딩, 수신, 편집, 저장 및/또는 전송될 수 있다.

여기서, 다수의 ID 카드는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의 각 메모리(11b, 12b)에 저장될 수 있다. ID 카드는 유저 스테이션

(11, 12)의 주소록 메모리에 위치하는 사용자 번호, 사용자 식별 번호 또는 코드가 할당된다. 따라서, 다른 가입자가 호출

되면, 할당된 저장 ID 카드는 그곳으로 보내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개별 ID 카드가 할당되지 않은 모든 피호출 사용자에

게 보내지는 일반적인 ID 카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ID 카드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ID 카드를 다른 기기에서 생성한 후 유저 스테이션에 로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히 이미지 및 언어 데이터는, 예컨대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또는 수신 단문 메세지(SMS) 또는 MMS에 의해 유저 스테이

션에 로딩될 수 있다. 반면, 텍스트 및 언어 데이터는 유저 스테이션에서 직접 생성될 수 있다.

광고 메시지 수신을 허가함으로써,예컨대 ID 카드 무료 생성을 위한 생성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

의 프로젝트 파트너는 광고 메시지를 사용자의 호출(call)에 첨부한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피호출자는 예컨

대 3초 간격으로 교대로 호출자의 ID 카드와 광고 메시지를 받는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의해 호출이 수락된 후,

광고 메시지는 그곳 디스플레이에 남게 되고, 호 단절 후 스크린 세이버로 변환된다. 이 스크린 세이버는 다음 호출(call)이

수신되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 기능은 국제로밍방법에 의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각 공급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질의

데이터를 보내고 광고를 연결하는, 즉 질의 데이터 및 광고 메시지가 그 고객의 호출(call)에 첨가되는 폐쇄(closed) 시스

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각 피호출자가 호출자의 공급자로부터 광고 메시지와 질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개방

(open) 시스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하, 도 10과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세 번째 관점을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교환장치를 가진 통신시스템(300)을 도시하고 있다. 이 통신시스템

(300)에는 다수의 유저 스테이션이 속하나, 단순화를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만 도

시하였다. 상기 유저 스테이션(11, 12)은 예를 들면 이동통신기기나 휴대용 전화, PDA, 랩톱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일반

전화교환망 전화 또는 일반적으로 통신망(13)에 대한 인터페이스(11a, 12a)를 가진 임의의 일반적인 통신기기이다.

유저 스테이션에는 각기 하나의 메모리(11b, 12b)가 제공되며, 상기 메모리에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소속 번호나 선택 식

별코드와 함께 저장된다.

상기 통신시스템(300)은 교환기(16)를 포함하며, 상기 교환기는 호 형성 신호, 즉 통신 컨텍스트의 형성을 위한 신호를 받

을 때,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통신연결(15a, 15b), 즉 통신 컨텍스트를 만든

다. 통신망(13)의 도움으로, 언어, 데이터 및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보들을 한 유저 스테이션에서 다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거나 두 방향으로(bidirectional) 교환하기 위해,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상기 통신망(13)은 추가정보기기(14)에 전자식으로 연결된다. 상기 통신망은 추가 정보 형태의 데이터들이 추가정보기기

로부터 유저 스테이션(11, 12) 사이의 통신연결(15a, 15b)에 접속될 수 있거나 통신연결(15b)의 컨텍스트 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추가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추가정보기기(14)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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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들은 추가정보기기(14)의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 저장되며, 여러 가지 다수의 추가 정보는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의 형태로 저장된다. 추가정보기기(4) 내에 저장된 추가 정보는 다수의 광고 메시지와 다수의 일반 정보를 포함하

나,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및/또는 모델로부터 선택되었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저장된 개별 사용자의 개인

적인 정보들도 포함한다.

선택 회로(14c)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해 호(call) 식별 코드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다이얼되는 추가 코드 또는

전치 코드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통화 설정 신호 또는 통신 컨텍스트 설정 신

호 내에서 통신연결(15b)에 의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가 전달된다.

추가 정보는 이미지, 텍스트, 언어,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 또는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들

은 정확히 정해진 데이터 포맷(data format)으로 저장되고 전송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로 유

저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다. 즉, ID 카드의 수신자는 그 디스플레이에서, 추가적인 텍스트를 포함하거나

및/또는 오디오 신호와 연결되는 그래픽 정보나 이미지 또는 비디오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정보는 예컨대 ID 카드의 포맷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보

내진 정보들은 ID 카드 포맷(format)으로 허용되고 수신될 때 표시된다.

이 이외에도, 특정 실시형태에 따르며, 추가정보기기(14)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질의 데이터(82)를 보내기

위한 질의 유닛(14b)이 제공된다. 이 경우, 상기 질의 데이터(82)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있는 피호출자가 현재

호(call)에 더하여 다른 정보를 보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

우, 선택 회로(14c)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추가적

인 기능을 갖는다. 즉, 응답 신호(92)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다른 정보 또는 추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

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시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기본 데이터나 정보 또는 정보의 첫 번째 부분만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거나,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전송된 정보만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가 추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면, 선택 회로(14c)

는 추가정보기기(14)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실행한다.

호출자의 정보와 추가 정보의 전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 10에 파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공지의 로밍방법으로 하나 이상

의 교환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 11은 다른 바람직한 예에 의한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법의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호출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전화번호 전에 특정 전치 코드나 식별 코드를 누른다. 이는 자판에 입력하거나 또

는 메모리(11b)에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전자 전화번호부에서 엔트리를 불러옴으로써 실행된다. 이때, 소정의 여

러 가지 전치 코드가 다른 유저 스테이션의 특정 전화번호부 엔트리에 할당되어 있을 수 있다.

전치 코드 또는 식별 코드는 예를 들면 SMS 메시지나 MMS 메시지 또는 단문 메시지로부터 통신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알

려지거나, 해당 전치 코드가 제공된 제품을 통해 알려진다. 전치 코드는 그 밖의 광고, 공고, 영화 광고문, 텔레비전 광고문

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질 수 있고, 선택시 특정 장점들과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전화번호 전에 식별 코드나 전치 코드를 눌러줌으로써, 해당 전치 코드 또는 추가 코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호(call) 식별코드와 함께 추가정보기기(14)로 전달된다.

선택 회로(14c)는 전치 코드 또는 추가 코드에 따라, 다수의 저장된 추가 정보에서 소정의 추가 정보를 선택한다. 이러한

추가 정보는 예를 들면 광고 메시지이거나, 호출자가 이전에 저장한 개인적 메시지이다. 추가 정보는 직접 호(call) 설정 신

호에 포함되도록 접속되며, 호출 신호전달을 위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된다. 이때, 광고 형태 등의 추가 정

보는 피호출자의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피호출자가 추가 정보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의 추가 정보를 받는데 대한 사전 허가, 또는 각 호출 전에 직접적인 질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질의 유닛(14b)는 먼저 질의 데이터(82)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낸다. 상기 질의 데이터에 대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의 전달이 허용되거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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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의사의 검사는 선택적이다. 즉, 본 방법은 이러한 검사 없이 실시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유저 스테이

션(11)이 전치 코드 또는 추가 번호를 통하여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로서 광고를 전달하는 경우, 피호출

자가 기꺼이 정보로 받아 들일 수 있고 또는 사용자의 휴대용 전화에 향상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 서비

스, 영화, 음식점 또는 그 밖의 대상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이 추가 정보는 개인화되거나 또는 호출자의 개인적 메시지이

다.

광고의 추가 표시 의사에 대한 대가로, 또는 호출 중 추가 번호 또는 전치 번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 이상의 사용자(11,

12) 또는 참여자는 특정 수익을 가지며, 이는 각 사용자에게 배정된 수익 메모리에 수익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러한 수익은

예컨대 통신비 할인, 보너스 포인트, 무료 유닛, ID 카드를 전송 및 수신 기회 등이다. 보너스 포인트는 후에 단말기 또는

유저 스테이션에 의해 상환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 또는 호출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 또는 피호출자에

대해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특히, 질의 데이터(82)와 함께, 피호출자는 추가 정보의 표시 의사를 확인하면 첫 번째 유저 스

테이션(11)에 있는 호출자 또는 그 자신인 피호출자가 요금 수익 또는 다른 수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추가 정보를 수신 의사가 있으면, 예컨대 추가 정보로서 접속된 하나 또는 다수의 광고 메

시지가 호 설정 신호 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이 광고 메시지는 호 설정 신호가 수신될 때

표시된다. 즉, 전화가 올 때 광고 메시지는 팝업(Pop-Up)으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그 대

가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호출자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수신자는 일 이상의 보너스 포인트를 받

는다. 이 보너스 포인트는 예를 들면 휴대용 전화기에 의해 상환가능하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보내진 추가 데이터 또는 다른 추가 데이터들과 교대로 두 번째 유저 스테이

션(12)에 표시된다.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특히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보내진 이미지, 비디오, 언어, 텍스트, 오디

오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 형태로 두 번째 유저 스

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된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완전한 멀티미디

어 데이터 세트는 ID 카드 형태로 추가정보기기의 광고 메시지와 교대로 표시된다. 상기 광고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ID 카

드의 형태로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법은 SMS 또는 MMS 메시지가 전송될 때에도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메시지 또는 SMS/MMS 메

시지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작성되어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보내지며, 여기서 전화번호를 누를 때 전

치 번호 또는 추가 번호를 같이 누른다. 추가 정보 수신 의사가 있으면, 추가 정보, 예를 들면 광고는 SMS 메시지 또는

MMS 메시지에 첨가하여 수신되고 표시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일련의 장점들이 달성된다:

호출자는 특별한 단말기가 필요 없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전자 데이터 카드로서 간단한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

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출자는 수신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추가 정보를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호출자

자신의 멀티미디어 전자 명함 또는 데이터 카드 또는 ID 카드일 수 있으며, 상기 카드들을 전화(call)가 수신되기 시작할 때

수신자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것이다.

피호출자는, 호출을 허용하기 전에 호출 내용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추가 정보는 일

반적인 정보나 광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용자들에게 비용 절약 또는 특정 서비스의 사용이나 통신연결에 관한

그 밖의 이점을 제공한다.

전송망 사업자는 유인력과 광고를 통한 재정지원의 가능성 때문에 현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고, 가능한 수

용력이 이용되고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광고 메시지의 전송시, 고객 접촉 주소에 따라 요금이 결제될 수

있다.

기업과 광고 에이전시는 간단한 방식으로 목표 집단 특정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광고 메시지는 관심

사와 사용자 특징에 따라 특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광고는 고객의 계속적인 추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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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여러 가지 관점들은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 장점들은 서로 결합가능하다. 즉, 특징들은 각 적용의 특정 요

건에 따라 서로 보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통신

컨텍스트(15a, 15b; 15a, 17a, 17b; 15a; 18a, 18b, 18c)가 형성되고, 상기 통신 컨텍스트의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유저 스

테이션(11)의 설정 신호에 따라 추가정보기기(14; 34, 35)로부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으로 추가 정보가 전송되는, 통신

시스템(10; 30; 200; 300)에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서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텍스트와 이미지 내용을 가진 데이터 카드로서 표시되도록, 상기 첫 번

째 유저 스테이션(11)의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가 소정 포맷(format)의 통신 컨텍스트 형성을 위한 설정 신호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추가 정보 수신에 대한 허가에 따라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추가 정보 및/또는 데이터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설정 신호에서 사용자 식별

자(identification)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의 형태로 제공될 때, 유저 스테이션의 적

어도 하나의 저장 되거나 또는 선택된 사용자 식별자에 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정보의 전달은, 추가 정보 수신 선택 기능으로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허가에 따라 행해지고, 상기 허가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유형의 추가 정보를 수신하도록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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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사용자 식별자에 따라, 추가정보기기(14)에서 다수의 추가 정보로부터 사용자 특유의

추가 정보를 선택하여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정보들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 형태의 광고 메시지를 포함하며, 데이터 카드로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에 표시되도록 소정 포맷으로 전송되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정보들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에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교대로

표시되고, 연결의 종료 후에는 스크린 세이버의 기능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신된 추가 정보의 유형 및/또는 기간에 따라, 요금 데이터 및/또는 요금할인 데이터가 산출되어 요금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정보들의 전송 전에, 상기 추가정보기기(14)가 질의 데이터(81, 82)를 적어도 하나의 유저 스테이션(11, 12)에

전송하고, 상기 추가 정보는 상기 질의 데이터(81, 82)에 대한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의 응답 신호(91, 92)에 따라 두 번

째 유저 스테이션(12)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데이터(82)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추가 정보 수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추가 정보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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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 데이터(81)는 추가정보기기(14)로부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 전달되는 일련의 추가 정보 모델들을 포

함하며,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전송될 추가 정보로서 추가 정보 모델들 중 하

나가 선택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응답 신호(91)는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하거나 또는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은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주요 정보 입력을 위한 필드(field)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는 앞으로의 통신연결 중 추가 정보 수신을 허가를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데이터(81, 82)의 전송 전에, 상기 추가정보기기(14)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이 추가 정보 수신에 대해 활

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상기 질의 데이터(81, 82)는 그 체크 결과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

로 전달되거나 또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91, 92)에 따라, 유저 스테이션(11,12)을 위한 요금할인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또는 요금할인 통신연결이나

개선된 특성을 가진 통신 연결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단말기 식별자에 첨가된 추가 코드는 추가정보기기(14)로부

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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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 코드는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특정 전치 번호의 입력 또는 요청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전치 번호

는 통신 연결의 형성 중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호(call) 식별자 전에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정보기기(14)는 추가 코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의 다수의 추가 정보들에서 선택된 추가 정보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코드는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광고 매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코드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 및/또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 배정된 보너스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 사이에 통신 컨텍스트(15a, 15b)를 형성하기 위한 교환기(16)와,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한 추가정보기기(14)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10; 200; 300)을 위한 교

환 장치에 있어서,

호출을 수락하기 전에, 텍스트와 이미지 내용을 가진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개별 데이터 카드로서 두 번째 유저 스

테이션(12)에 표시되도록, 상기 교환장치는 통신 컨텍스트 형성을 위한 설정 신호 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데이터 및/또는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추가 정보에 대한 허가에 따라, 신호 내에서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전송을 허락하거나 저지하는 비교 유닛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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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 정보들을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서 나오는 및/또는 발생된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에 연결하는 데이

터 처리 유닛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5.

제 22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 저장된 다수의 추가 정보에서,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사용자 식별자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는 특정 추가 정보를 선택하는 추가 정보 선택 장치를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6.

제 22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유저 스테이션에 대하여, 추가 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요금 데이터 및/또는 요금 할인 데이터를 등록

하는 요금 산정 유닛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7.

제 22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유저 스테이션(11, 12)에 질의 데이터(81, 82)를 전송하기 위한 질의 유닛(14b)과, 상기 질의 데이터(81,

82)에 대한 각 유저 스테이션(11, 12)의 응답 신호(91, 92)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추가 정보의 전송을 야

기하는 선택 회로(14c)를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데이터(82)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되고,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에서 추가 정보 수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선택 회로(14c)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응답 신호(92)에 따라 추가 정

보의 전송을 야기하거나 또는 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29.

제 27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데이터(81)는 추가정보기기(14)로부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으로 전송되는 일련의 추가 정보 모델들을 포

함하며, 상기 선택 회로(14c)는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응답 신호(91)에 따라 상기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에 의

해 선택된 추가 정보 모델을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을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0.

제 27 항 내지 제 2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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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회로(14c)는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이 추가 정보 수신에 대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1.

제 22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추가 정보 표시 의사에 따라, 유저 스테이션(11, 12)을 위한 요금 할인 데이터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저장하기 위

한 가입자 메모리(14d)를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2.

제 22 항 내지 제 3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의 호(call) 식별자에 첨부된 추가 코드에 따라 추가 정보들을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

으로 전송하는 선택 회로를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추가 정보 메모리(14a)에 저장된 다수의 추가 정보에서, 추가 코드에 따라 두 번째 유저 스테이션(12)으로 전송될 추가 정

보를 특정적으로 선택하는 추가 정보 선택 유닛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4.

제 32 항 또는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회로는 추가 코드에 따라 보너스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보너스 신호는 요금 할인 정보를 첫 번째 및/또는 두 번

째 유저 스테이션(11, 12)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5.

제 22 항 내지 제 3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항 내지 제 21 항의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

청구항 36.

다른 유저 스테이션들과 연결하기 위해 통신망(13, 17, 19, 20; 31, 32, 33)에 대한 인터페이스(11a, 12a),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11b, 12b), 데이터 카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의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유닛 및 데이터 카드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통신

망(13, 17, 19, 20; 31, 32, 33)으로부터 수신되는 추가 정보를 처리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추가 정보는 데이터 카드 형태

로 표시하도록 첫 번째 유저 스테이션(11)의 호(call) 데이터에 연결되는, 통신시스템을 위한 유저 스테이션(11, 12)에 있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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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저 스테이션(11, 12)이 추가 정보 수신에 활성화되었는지에 따라 데이터 카드의 생성 및/또는 전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저지하는 데이터 카드 허용 회로를 특징으로 하는 유저 스테이션.

청구항 37.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및/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수신하고 및/또는 호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세트가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카드로서 표시되도록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세트를 하나 또는 다수의 저장된 가입자 식별코드에 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10, 30; 200;

300)의 유저 스테이션(11, 12)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허가 파라미터가, 분리된 추가정보기기로부터 수신된 추가 정보를 재현하기 위한 허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데이터 카드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유저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어 프로그램.

청구항 38.

제 1 항 내지 제 21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계들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장치를 위한 제

어 프로그램.

청구항 39.

제 37 항 또는 제 38 항에 있어서,

데이터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배열이고 및/또는 계산 유닛의 일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프로그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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