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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서비스들간의 끊김없는 주 접속 전환

(57) 요약

단말기들간의 종단 대 종단 접속이 사용자에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와 다

른 이동 단말기간에 현재 활성화된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이한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사용

자는 이동 단말기에서 적합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상기 전환을 개시한다. 그다음 상기 이동 단말기는 요구를 다른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상기 요구는 상기 다른 이동 단말기상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사용자들이 현재 활성화된

통신 서비스로부터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나타내도록 상기 다른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프

롬프팅한다. 상기 프롬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수신한 후, 상기 다른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의 응답을 나타내는 응답

을 되돌려 송신한다. 상기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시그널링은 상기 응답에 응답하여 개시된다. 상기 활성화된 통신 서비스

는 상기 제2 통신 서비스가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에서 개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

말기에서 종료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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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 1 및 제 2 이동 단말기들 간에 활성화된 제 1 통신 서비스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이동 단말기

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제 1 탭과 연관된 제 1 통신 서비스를 상기 각 디스플레이 상에서 제 2 탭과 연관된 제 2 통신 서비

스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 1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 1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용자의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를 표시하는 제 2 탭의 선택에 따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로

서, 상기 요구는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 단계;

상기 요구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되는 경우, 상기 요구는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상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출

하고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들이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를 나타내도록 프롬프팅 단계;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응답을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응답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프롬프트에 응답

하여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를 나타내는 송신 단계;

상기 응답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한 시그널링 개시 단계; 및

상기 제2 통신 서비스가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에서 개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

에 대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를 종료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롬프트는 상기 요구에서 상기 제2 통신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는 음성 호(voice call)이고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는 비디오 호(video cal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는 음성 호이고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는 채트 세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소프트웨어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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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상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서비스들은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주 접속들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 및 상기 제2 통신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빌링 매개 변수들이 존재하고, 상기 빌링

매개 변수들은 상기 통신 서비스들이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한 빌링 매개 변수들은 상이한 빌링 레이트들(billing rates)을 포함하고 상기 빌링 레이트들은

상기 통신 서비스들이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상이한 통신 서비스들간의 전환 방법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복수의 탭들을 지닌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a) 상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탭 선택으로 입력된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다른 이동 단말기로 요구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요구는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이고,

b) 상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의 수신시,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들이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나타내도록 프롬프팅하고, 사용자가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

의하는지를 나타내는 응답을 송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c) a) 단계 또는 b) 단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가 상기 제 1 및 제 2 이동 단말에서 개시되는 시기와 실질

적으로 동시에 상기 복수의 탭에서 선택된 제 1 탭과 연관된 상기 통신 서비스의 디스플레이를 종료하고,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의 디스플레이는 상기 복수의 탭에서 선택된 제 2 탭과 연관되는 종료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롬프트는 상기 요구에서 상기 제2 통신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기.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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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는 음성 호이고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는 비디오 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

말기.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는 음성 호이고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는 채트 세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

말기.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소프트웨어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메시지의 적어도 일부는 사용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서비스들은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주 접속들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 및 상기 제2 통신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빌링 매개 변수들이 존재하고, 상기 빌링

매개 변수들은 상기 통신 서비스들이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한 빌링 매개 변수들은 상이한 빌링 레이트들을 포함하고 상기 빌링 레이트들은 상기 통신 서

비스들이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적어도 일부는 네트워크 요소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기능(MGCF: 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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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서비스들은 대응하는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이용하고, 상기 MGCF는 상

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응하는 상기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의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상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응하는 상

기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들에 대해 적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서비스들은 대응하는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이용하고, 상기 MGCF는 상

기 제2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확보하고 상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확보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서비스들은 대응하는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이용하고, 상기 MGCF는 상

기 신규 확보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 및 상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준비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이 상기 제2 통

신 서비스의 네트워크 접속 자원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사용되는 방식으로 상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해 요구되는 자

원들에 부가하여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이용가능한 정보는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

환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의 변경을 설정하는데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 개시에 따라, 상기 제 1 탭과 연관된 뷰(view)에서 상기 제 2 탭과 연관된 뷰로 상기 제 1 및 제 2 단

말기들의 디스플레이를 스위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1 및 제 2 이동 단말 간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 1 리소스 세트를 이용하는 활성화된 제 1 통신 서비스에서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 2 리소스 세트를 이용하는 제 2 통신 서비스로 스위칭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 1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 1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상기 제 1 이동 단말기

에서 상기 제 2 이동 단말기로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요청은 상기 제 1 통신 서비스에서 상기 제 2 통신 서브스로 스위칭

에 대한 요청인 전송 단계;

상기 요구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되는 경우, 상기 요구는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상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출

하고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들이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를 나타내도록 프롬프팅 단계;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응답을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응답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프롬프트에 응답

하여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를 나타내는 송신 단계;

상기 응답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한 시그널링 개시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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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이동 단말에서 개시된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 2 리소스 세트 이용 단계로서, 상기 제 2 리소스

세트는 상기 제 1 리소스 세트와 일부 부가적 리소스들을 포함하는 이용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로 스

위칭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신 서비스는 오디오 연결이고, 상기 통신 서비스는 데이터 연결을 상기 존재하는 오디오

연결에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로 스위칭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시 서비스는 오디오 연결이고 상기 제 2 통신 서비스는 공유된 애플리케이션 연결을 상기

존재하는 오디오 연결에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로 스위칭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통신 서비스들간의 전환시 이동 단말기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의 발전에 있어서, 종래의 음성 호에 부가하여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향이 존재한다. 짧

은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e Serivce), 이

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메시지들, 푸시 서비스 등과 같은 몇몇 통신 서비스들은 연속적인 서비스들이 아니고 주 접속

과 동시적이고 주 접속의 접속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2차 접속에서 제공될 수 있다. 특정 무선 인터페이스에 따라, 다수의

동시 접속들이 무선 통신 단말기로/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GSM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음

성/데이터 호를 위한 주 회선 교환(CS: Circuit Switched) 접속 및 상기 호 동안 헤드셋을 지닌 이동 단말기로 SMS 메시지

들을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동시 2차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음성, (채트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및 비디오 메시징과 같은 몇몇 통신 서비스들은 주 접속들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

는데, 이것은 상기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상호작용이 어떤 긴 중단없이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GSM 및 다른 종래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들은 이동 단말기로 동시에 하나의 주 접속만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주 접속은 다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주 접속이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더욱이, 채트 세션과 같은

통신 서비스는 들어오는 전화 호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고 들어오는 전화 호가 종료된 후 재개될 수 없다.

단일 무선 통신 단말기에 다수의 동시 주 접속들을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x Access) 무선 인터페이스가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www.3gpp.org)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복

수의 주 접속들이 WCDMA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가능해질 수 있을지라도, 주 접속들간의 전환시 단말기에서의 사

용자의 경험은 특히 사용자가 동일한 사람, 하지만 상이한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통해 계속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원활

할 수 없거나 달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서비스에서 채트

서비스로 전환하기를 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도록 음성 서비스에서 비디오 서비스

로 또는 어떤 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비디오 서비스에서 음성 서비스로 전환하기를 원할 수 있다.

복수의 주 접속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할지라도,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상호작용은

두개의 개별 방법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 방법은 상기 제1 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들

로 구성되고 제2 방법은 상기 제2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단계들로 구성된다. 상기 네트워크가 상이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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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통신 서비스들을 허용할지라도, 적어도 상이한 방법들 및 몇몇 단계들이 상기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데 필요하

기 때문에 사용자 상호작용이 성가시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환이 발생하는 동안 접촉없이 오랜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의 즉시성의 결여가 관심사이다.

지금 비디오, 웹 콘텐트, 그래픽 및 텍스트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다양한 형태 및 조합들을 전달하는 수많은 통신 서

비스들이 존재한다.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비주얼 요소를 지닌 어떤 콘텐트를 지칭한

다.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이동 단말기들, 특히 셀룰러 네트워크의 전화기들은 이제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셀룰러 전화, 무선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팜헬드(palm-held)

컴퓨터 및 랩톱 컴퓨터와 같은 많은 종류의 이동 단말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무선 기술 발전에서의 강한 추진은 다

양한 응용을 위해 이동 단말기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모든 데이터 및 그들에 강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하기

위한 적합한 통신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장치들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무결절적으로 이벤트들 및 필요를 통

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소위 3세대(3G) 및 4세대(4G)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들 및 다른 기술들에서의 최신

혁신을 사용하는 진보된 이동 단말기는 다양한 많은 상이한 통신 서비스들에 액세스하고 수신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통

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사용자에게 명백한) 방식 및 지속 시간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할 수 있다. 상기 통신 서비스들은 다른 네트워크들내의 상이한 정보 소스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전송

기술들에 기초할 수 있으며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상이한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 이동 단말기에 더 많은 지연 및 불

확실성을 야기한다.

적어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동 단말기에서 상이한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 현재의 방법들은 단점들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접속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게 나타나면서 상이한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이동 단말기를 허용하는 효과적인 해법들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된 종래 기술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할 때 명백해질 다른 제한들을 극복하기 위하

여, 상술된 단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다음에 설명되는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목적이다. 특히 바람직하고 예시적

인 실시예들의 목적은 이동 단말기들의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종단 대 종단 접속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간의 이동 단말기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방법은 종단 대 종단 접속이 사용자에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동 단말기

의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와 다른 이동 단말기간에 현재 활성화된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이한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허

용한다. 사용자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적합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상기 전환을 개시한다. 그다음 상기 이동 단말기는

다른 이동 단말기로 요구를 전송한다. 상기 요구는 다른 이동 단말기상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사용자가 현재 활

성화된 통신 서비스로부터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기 다른 이동 단말기의 사

용자에게 프롬프팅한다. 상기 프롬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수신한 후, 상기 다른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의 응답을 나

타내는 응답을 되돌려 송신한다. 상기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시그널링은 상기 응답에 응답하여 개시된다. 상기 활성화된

통신 서비스는 상기 제2 통신 서비스가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에서 개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에서 종료된다.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특정 태양은 이전의 통신 서비스가 사용자에 의해 행해질 필요가 있는 특정 요구들없이

종료되는 경우 신규 통신 서비스가 이동 단말기들상에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들간

의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상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사용자는 현재 활성화

된 통신 서비스로부터 다수의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들 중 하나로 전환하기 위하여 표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상에서 단

순한 선택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이러한 특징 및 다른 특징들은 첨부한 도면들과 함께 고려되는 경우 하기의 상

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지고 더 잘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은 단지 설명을 위해 설계된 것이고 본

발명의 제한의 정의로서 설계된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제한의 정의를 위해서는, 첨부된 청구항들이 참조되어야 한다.

도면들에서, 유사한 참조 번호들은 다수의 도면들 전반에 걸쳐 유사한 요소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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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다양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관한 하기 설명에서, 본 발명의 일부를 형성하고,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다양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도해로 도시한 첨부한 도면들이 참조된다. 다른 실시예들이 사용될 수 있고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변경들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도 1은 이동 단말기들에서 통신 서비스들간에 전환하는 방법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수행될 수 있고 3GPP 올(all) IP 참조 모델에 의한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다양한 다른 유형의 통신 서비스들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주 접속을 필요로 하는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들에 가장 유리하게적용된다는 것은 이해될 것이다.

도 1에 의하면, 인터넷 프로토콜(IP) 단말 장치 또는 단말 장비(1)는 유니버설 이동 지상 서비스, (UMTS: Universal

Mobile Terrestrial Service) 시스템의 유니버설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3)에 양방향 무선 접속을 제공하는 3세대(3G) 이동 단말기(2)에 접속되어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이동 단말기는 어떤 하나 이상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을 수신할 수 있고 대응하는 수신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UTRAN(3)은 유니버설 이동 지상 서비스(UMTS) 시스템의 GPRS 코어 네트워크에서 스위칭 및 이동성 관리

기능을 지닌 서빙 GPRS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예를 들어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네트워크에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미도시)를 포함한다. 더욱이, 상기 SGSN(5)는 인터넷과 같은, 멀티미디어 IP-기반 네

트워크(12)에 대한 액세스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6)에 접

속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UTRAN(3)의 RNC는 (SGSN(5) 및 GGSN(6)을 포함하는) 상기 UMTS 네트워크의 패킷 교환(PS:

Packet Switched) 멀티미디어 접속을 PSTN/ISDN(10)의 회선 교환(CS: Circuit Switched) 접속에 적응시키도록 되어

있는 미디어 게이트웨이(MGW: Media Gateway)(4) 및 고정 네트워크 또는 PSTN/ISDN(10)을 통해 회선 교환(CS) 단말

장비(11)에 대한 접속을 설정할 수 있다. 유사하게, 상기 패킷 교환(PS) 멀티미디어 접속은 UMTS 릴리스 1999 CS 도메

인 또는 GSM 네트워크와 같은 CS 이동 네트워크의 CS 접속에 적응될 수 있다. 특히, 상기 MGW(4)는 IP 멀티미디어(IM)

코어 네트워크(CN)에서 사용하기 위한 3GPP에 의해 정의된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시스

템 또는 PS H.323이 H.324(H.324/I) 준수 단말기일 수 있는 CS 단말 장비(22)와 같은 PSTN/ISDN 단말기들과 상호동작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상기 MGW(4)의 게이트웨이 기능은 PSTN 및 ISDN을 통한 H-시리즈 멀티미디어 단말기들 및 음

성/음성-대역 단말기들과의 H-시리즈 멀티미디어 단말기들의 상호 작용의 경우 예를 들어 ITU-T 권고 H.246에서 다루

어진다.

상기 MGW(4)는 전송 시그널링 게이트웨이(T-SGW: Transmission Signaling Gateway, 미도시)를 통해 PSTN/ISDN

(10)에 접속되어 있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기능(MGCF: 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9)에 접속되어 있다. 상

기 MGCF(9)는 호 상태 제어 기능(CSCF: Call State Control Function)(7)을 통해 가입자 멀티미디어 프로파일 데이터베

이스(80)를 포함하는 홈 가입자 서버(HSS: Home Subscriber Server)(8)에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간의 전환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통화중인 사용자들

은 다른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2)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전송되는 채트 세션 또는 그림들로 조용한 코멘트들을 하기를 원

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기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동 단말기(2)에 저

장된다. 상기 이동 단말기(2)상에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들간의 전환 속도를 증가시키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이동 단말기(2)의 특징들에 대해 적합한 그래픽 요소들로 잘 설계되도록 허용한다.

도 2는 다른 사람(수잔 애드킨스)에 대한 활성 음성 호를 지닌 사용자(에릭 윌리엄스)의 이동 단말기(2)의 예시적인 디스

플레이(200)를 도시한 것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디스플레이(200)는 상기 음성 호와 관련된 창(201)을 포함한다. 상기

창은 예를 들어 상기 다른 사람의 이름, 상기 다른 사람의 사전에 존재하는 사진(상기 사진은 라이브 사진이 아니다) 및 상

기 호의 현재의 지속 시간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표시된 텍스트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 수잔 애드킨스"

또는 "수잔 애드킨스에 대한 오디오 호" 또는 유사한 어떤 것일 수 있다. 하기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바람직하기

로는 디스플레이(200)는 다른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들(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호, 채트 세션, 화이

트보드 애플리케이션 및 공유 뷰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탭들(202-205)을 포함한다. 상기 다른 탭들(202-205)은 닫

힌 접속을 가지며 창(201)을 지닌 상기 음성 호 탭만이 활성 접속을 지닌다. 대안적으로, 용이한 선택을 허용하도록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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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드롭-다운 메뉴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환경마다 크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G 네트워크는 채트 서비스 및 화이트보드 애플리케

이션 서비스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3G 네트워크는 또한 비디오 호 및 공유 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

통신 서비스들간의 전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동 단말기들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의 예가 도 3 및 도 4에 도

시된다. 상기 예에서, 수잔과 음성 호 통신 서비스를 지닌 에릭은 수잔과 비디오 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에

릭은 자신의 이동 단말기(2)상에 명령을 입력하여 음성 호에서 비디오 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의 요망을 나타내는 요구를

수잔의 단말기로 송신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디스플레이(200)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이동 단말기의 예에서, 에릭은 단순히 요망하는 서비스에 대응하는 탭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요구를 행한다.

제안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동 단말기의 상세(비디오 포맷 유형 등)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상기 이동 단말기

(2)에 의해 전송된 상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요구는 수신하는 이동 단말기에 로그 인 될 수 있다. 요구 엔

트리들을 언제 제거할지는 설계 선택사항이다; 예를 들어 요구는 세션이 완료되는 경우, 게다가 어떤 소정의 시간에 제거

될 수 있다.

도 3은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의 수신시 수잔의 단말기에서의 디스플레이(300)의 단순한 예를 도시한 것

이다. 상기 디스플레이(300)는 예를 들어 에릭의 이름 및 사전 존재하는 사진을 포함할 수 있는 창(301)을 포함한다. 바람

직하기로는 상기 창(301)은 상기 수신하는 단말기의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취할 필요없이 "비디오 호로 변경"과 같은 프롬

프트를 자동으로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비록 도 3에 오히려 단순한 것으로 도시될지라도, 상기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수의 멀티미디어 포맷들(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및 그것의

조합일 수 있다. 상기 콘텐트는 예를 들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또는 그래픽을 지닌, 비디오 프로그래밍으로 다른 당사

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아이덴티티 또는 소스를 알릴 수 있다. 수잔의 단말기에 대한 멀티미디어 가입자 프로파일(80)에

액세스함으로써 에릭 또는 수잔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제어를 발휘하고 창(301)을 포함하여, 수잔의 단말기상

에 프롬프트할 수 있는 몇몇 일반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 상기 프롬프트는 전형적으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상

에 사용자에게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지만, 또한 그것은 이동 단말기의 진동과 같은, 촉각 통지 또는

구별되는 호출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롬프트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상기 요구가 에릭의 단말기에서 행해진 직후 수잔의 단말기상에서

이용가능해지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그다음 수잔은 단순히 예 버튼(302-1) 또는 아니오 버튼(302-2)을 누름으로써 또

는 그녀가 상기 통신 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기 요구에 대해 그녀의 단말기상에서 이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어떤 다른 동작을 취함으로써 상기 프롬프트에 응답할 수 있다.

도 4는 상기 음성 호 통신 서비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호 통신 서비스로의 전환이 완료된 직후 에릭의 이동 단말기상의 결

과로서 생긴 디스플레이(400)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 및 도 3에서 사용자들의 사전에 존재하는 사진들과는 달리, 도

4에서의 사진은 상기 비디오 호 통신 서비스의 명세에 따른 "라이브" 사진들이다. 또한 예를 들어 상기 비디오 호의 지속

시간 및/또는 상기 비디오 호 및 이전의 비디오 호의 누적 지속 시간과 같이, 상기 비디오 호동안 달리 제공되거나 표시된

다른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언제나 사용자들은 도 2 내지 도 4에 관해 상기에 설명된 것과 동

일한 방법으로 다른 통신 서비스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은 사용된 접속 자원들의 부분을 해제함으로써 존재하는 자원들을 적응시키도록 네트워크 요

소(예를 들어 MGCF a)내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MGCG a는 새로운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전에 확보된 자원들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새롭게 확보되고 이전의 일시적인 네트워크 접속 자

원들이 새롭게 전환된 서비스 요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기 접속 자원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함께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전

에 사용된 네트워크 접속에 관해 상기 MGCF a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의 부가적인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통신 서비스들을 수행할 수

있거나, 하나 이상의 상기 통신 서비스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기(2)상에 하나 이상의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비디오 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 상기 채트 세션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은 하나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들(APIs) 또는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각각은 상기 통신 서비스 변경 요구 각각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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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터페이스 명령들을 포함하도록 수정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2)는 상기 이동 단말기(2)상에 존재

하는 또는 상기 이동 단말기(2)로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상이한 소프트웨어 애

플리케이션 관리자들 중 어떤 하나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자는 단말기 및 구현 종속적일 수 있다

일단 상기 이동 단말기(2)에 저장되면,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주 접속

이 활성 상태인 한 언제나 개시될 수 있다. 상기 개시는 사용자 활성화될 수 있거나 주 접속이 개방될때마다 자동으로 활성

화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몇몇 요소들은 항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디스플레이의 우측 상부에 있는 클록 또는 타이머, 상기 디스플레이의 좌측에 있는 (프린

팅, 네비게이션 등을 위한) 기능 버튼들 및 상기 디스플레이의 우측에 있는 (음량 제어, 멤버 추가, 통화 종료 등) 기능 버튼

들은 항구적일 수 있다. 다양한 창들(201, 301 및 401)은 통신 상태에 따라 존재하거나 부재한다. 더욱이, 상기 탭들(202-

205), 예 버튼(302-1), 아니오 버튼(302-2) 및 통화 전환을 위한 기능 버튼들은 또한 통신 상태에 따라 존재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상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또는 고정된 배경이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개시되면, 상기 방법이 호출될 때까지, 예를 들

어 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요구될 때까지 그것은 백그라운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기로는, 사용자는 또한

복잡한 입력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이전에획득된 정보를 사용하고 상기 방법에서의

다양한 단계들에서 적합한 사용자에 의한 단일 동작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특정 특징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요구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탭들(202-205) 및 상기 요구에 대한 응답을 위한

예 및 아니오 버튼들(302-1 및 302-2)을 제공함으로써,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특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단지 상기 탭들(202-205)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예 및 아니오 버튼들(302-1 및 302-2)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지만, 도 2 내지 도 4의 구현은 단지 예시

적인 것이고 그대신 다른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도 5는 도 2 내지 도 4에서의 구현에 대한 특정 참조없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일반적인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방법에서의 제1 단계는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제1 단말기에서 사용자 명령의 수신이다(단계 501). 제2 단계는 통

신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요구를 상기 제1 단말기에서 제2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이다(단계 502). 상기 요구가 상기 제2

단말기에서 수신되는 경우,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 전환에 동의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자로부터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제2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프롬프트가 제공된다(단계 503). 사용자 응답이 아니오인 경우(단계 504), 상기 방법은 초

기 상태로 복귀한다. 사용자 응답이 예인 경우(단계 504), 통신 서비스의 변경을 설정하기 위한 시그널링이 개시된다(단계

505). 상기 시그널링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하기에 추가로 다루어지지만, 단계 505에서의 시그널링은, 서비스 전환

이 상기 이동 단말기들의 디스플레이들상에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상기 서비스의 통신 자원들이 변경

될 수 있을 정도이다(단계 506).

물론,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단일 통신 서비스 변경을 도시한 단순한 흐름도이다. 하지만, 상기 통신 서

비스는 단일 종단 대 종단 이동 단말기 세션동안 여러번 변경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13은 상기 통신 서비스가 통신 네트

워크 시스템에서 두개의 이동 단말기들간에 여러번 변경되는 세션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에릭의 이동 단말기(2)에서 원래의 멀티미디어 호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2)

는 호들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지원하는 메뉴(610)를 포함한다. 상기 옵션들은 메시지에 의해 달성되는 호 형

성 옵션을 포함한다. 일단 상기 옵션이 선택되면, 텍스트를 동반하도록 메시지를 추가하기 위한 메시지 영역(602)을 포함

하는 구성 스크린(601)이 나타난다. 상기 메시지는 단순한 텍스트일 수 있다: "다음 주 미팅, 중요!" 또는 그것은 선택된 그

림 또는 다른 콘텐트일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콘텐트는 코어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IP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같

은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시그널링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기에 충분히 작은 크기를 갖는다. 일단 상기

메시지가 구성되면, 상기 요구는 통화 버튼(603)을 선택함으로써 송신될 수 있다.

도 7은 상기 호가 형성된 시간에 에릭의 이동 단말기에 있는 창(701)에서 상기 구성된 창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상기 요구의 수신시 수잔의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디스플레이는 창(801)에, 사전에

결정된 사진 및 이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포함하여 상기 호 요구를 포함하고 상기 호에 응답하기 위

한 응답 버튼(802)을 포함한다(상기 호를 전환하거나, 상기 호를 조용하게 하거나 상기 호를 거절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다

른 버튼들이 또한 이용가능하다). 수잔의 응답 버튼(802)의 선택후에, 에릭의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는 창(901)을 포함하여,

도 9에 설명되는 바와 같을 수 있고, 수잔의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는 창(1001)을 포함하여, 도 10에 설명되는 바와 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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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에서 요소(90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에릭은 탭(204)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호동안 화이트보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

다. 도 11에 도시된 지도와 같은 그림을 형성한 후, 에릭은 공유 뷰(단계 1102) 통신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공유 뷰 통

신 서비스로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수잔에 의해 수락된다고 가정하면, 그녀의 단말기상의 디스플레이는 창(1201)에 도시

된 지도를 포함하여,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아질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릭은 공유된 뷰를 중단하기 위하여

공유 종료 버튼(1302)을 적합한 시간에 활성화할 수 있고 원래의 호로 복귀할 수 있다.

도 5의 단계들(501-504)의 몇몇 구현예들이 도 2 내지 도 4 및 도 6 내지 도 13에 관해 상기에 제공된다. 그안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바람직하기로는 사용자에 의한 단순한 입력에

의해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필요한 어떤 다른 동작없이 상기 요구 및 응답을 송신한다. 본 발명이 단지 상기 이동 단말기들

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아무런 추가 지원도 상기 네트워크(예를 들어, MGCF a)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 (GPRS,

SMS 등과 같은) 몇몇 이용가능한 시그널링 방법들 중 어떤 하나도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로 통신 서비스

를 변경하기 위한 개시 요구를 전송하고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로 응답을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네트워

크 및 상기 단말기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5의 단계 50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방법은 단계 501에서 사용자 명령으로부터 원래 수신된 정보 그리고 아마도

상기 네트워크(예를 들어 MGCF a 또는 어떤 다른 실체)에서 이용가능한 정보 및 단계 504에서 긍정 응답을 적용하는 서

비스들의 통신 자원들의 변경을 설정하기 위한 시그널링을 포함한다. 도 5의 단계 5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시그널링

은 상기 단말기들의 디스플레이들상의 통신 서비스들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예시적

으로, 하지만 비-한정적으로, 이제 단계 505 및 단계 506의 구현들이 논의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통신 서비스 변경 요구는 메시지 또는 상기 요구에 특정적인 다른 정보와 결합되고 프롬프트가 상기

수신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표시될 수 있도록 상기 요구와 동기된다. 동기된 방식의 상기 메시

지 또는 다른 정보의 표시는 상기 수신하는 사용자에게 연속성의 느낌을 준다.

상기 통신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특허 출원 WO0205282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설정될 수 있는데, 호출자의 단말기

로부터 스위치로의 회선 교환 접속이 존재할 것이고 상기 스위치로부터 호출되는 당사자로의 호 레그(leg)는 패킷 교환 접

속이며 상기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가 단계 501 내지 단계 504에 따라 전환되

는 경우, 에릭의 단말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도 1에서의 MGCF(9)에 명령들을 포함하는 설정

(SETUP) 메시지를 제공한다. MGCF(9)에서, SIP 초대(SIP INVITE) 메시지는 수잔의 이동 단말기로 송신된다. MGCF

(9)에 대한 수잔의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세션 진행 메시지를 에릭의 이동 단말기로 송신함으로써 피드백이 시그널링된다.

그다음,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제1 통신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호 접속 자원들이 해제(접속해제)되고 제2 통신 서비스

에 필요한 자원들이 확보된다. 그다음, 에릭의 이동 단말기 및 수잔의 이동 단말기로 경보가 시그널링된다. 바람직하기로

는, 상기 경보는 재생되는 호출음이 아니고, 그대신 상기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상에 그려진 (텍스트 또는 그림과 같은)

어떤 콘텐트이다. 상기 콘텐트의 표시는 바람직하기로는 2001년, 12월 27일에 출원되고, 본 출원과 동일한 양수인(노키아

코퍼레이션)에 양도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10/026,912에 설명된 방식으로 제2 통신 서비스의 가용성과 동기되

는데, 상기 출원의 개시는 전체적으로 본 출원에 참조로써 포함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제1 통신 서비스에 대한 자원들

은 제2 접속(CONNECT) 메시지가 상기 이동 단말기들로 송신된 후에만 접속해제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바쁜 트래픽

시간동안, MGCF(9)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들로의 접속은 중단될 수 있고 상기 호 접속은 해제될 수 있다.

도 14 또는 도 15는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두개의 이동 단말기들간에 비디오 호 서비스로부터 오디오 호 서비스로 또

는 오디오 호 서비스로부터 비디오 호 서비스로의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은 사용된 접속 자원들의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기존의 자원들을 적응시키는 네트워크에서 새

로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MGCF a)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MGCF a)는 새로운 자원들을 확

보할 수 있고 이전에 확보된 자원들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도 14에 도시된다. 상기 방법은 오디오를 포함하는 비디오

호를 설정하기를 원하는 사용자의 결과로서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 제2 이동 단말기로 설정 메시지 송신(단계 1401)에서

시작한다. 상기 MGCF(9)는 상기 원래 송신된 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호 접속을 구성하기 위해 적용되며 베

어러 제어 프로토콜 H.324로부터의 논리 링크 제어(LLC: Logical Link Control) 프로토콜로부터 세션 기술 프로토콜

(SDP: Session Description Protocol)로 매핑되는 호출하는 이동 단말기의 미디어 프로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단계

1402). 상기 SDP는 하나 이상의 무선 전송 프로토콜(RTP: Radio Transfer Protocol) 세션들을 포함할 수 있는 세션 접속

이고, 서비스 요구 설정에 따라 구성되며 상기 접속 요건들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만큼 많은 RTP 세션들로 구성된다. 상

기 MGCF a는 호출된 단말기로 SIP 초대(INVITE) 메시지를 송신한다(단계 1403). 상기 세션은 설정되고,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는 세션 진행(SESSION PROGRESS) 메시지에서 MGCF로 역방향으로 시그널링되며(단계 1404) 상기 MGCF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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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속행(CALL PROCEEDING) 메시지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시그널링한다(단계 1405). 상기 제1 이동 단말기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역방향 시그널링을 수신하는 경우, 그것은 IP 베어러가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들간에 종단

대 종단으로 설정된다고 이해한다. 상기 (제1)(호출하는)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도록 표시된다. UI

1A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1B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원래 시그널링된(단계 1406)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오디오 표시와 같은) 경보 시그널링을 수신한다(단계 1407).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예를 들어 에릭)가 수

잔에 의해 소유된 제1 이동 단말기의 개시된 비디오 호에 응답하는 경우, SIP OK 메시지가 단계 1408에서 MGCF로 송신

되고 상기 네트워크 요소(MGCF)는 제1 이동 단말기(수잔)로 LLC의 접속(CONNECT)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제 마지막으

로 수잔의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로컬 채널들이 MGCF(9)를 통해 설정되고(단계 1410) MGCF(9)는 SIP ACK 메시지

를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이동 전화(에릭의 전화)에 대해 생성될 멀티미디어 접속에 대해 확인한다(단계 1411).

이제 잠시 후에 예를 들어, 배터리 전력이 낮아지거나, 돈이 소비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수잔이 비디오 호로부터 오디오

호로 변경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그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오디오 대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를 선

택한다. 오디오 예를 들어 G.723 요구를 포함하는, 설정 메시지가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MGCF로 송신된다(단

계 1412). 이제 상기 오디오 프로파일은 홈 가입자 서버(HSS: Home Subscriber Server)로부터 검색될 수 있고(단계

1413) 상기 논리 링크 제어 오디오 접속 설정 요구를 오디오 접속의 서비스 기술 프로토콜로 매핑하는 것을 구성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MGCF a는 오디오 IP 베어러 요구의 SIP 초대 메시지를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에릭)로 송신한다(단계

1414). 상기 제2 (호출된) 이동 단말기에 대해 설정될 세션은 우선 세션 진행 메시지에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MGCF)로

역방향으로 시그널링되고(단계 1415) MGCF(9)는 호 속행 메시지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시그널링한다(단계 1416).

상기 제1 이동 단말기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역방향 시그널링을 수신한 경우, 상기 오디오 IP 베어러는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간에 종단 대 종단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1A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제1 (호출하는)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1B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원래 시그널링된(단계 1417)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경보 시그널링 오디오 표시를 수신한다(단계 1418). 상

기 호출된 이동 단말기 사용자(예를 들어 에릭)가 상기 비디오 호로부터 오디오 호로 전환하는 경우 SIP OK 메시지가

MGCF(9)로 송신되고(단계 1419) 상기 네트워크 요소 MGCF(9)는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수잔)로 LLC의 접속 메시지를

송신한다(단계 1420). 이제 마지막으로 수잔의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로컬 채널들은 네트워크 요소 MGCF(9)를 통해

H.245 유형 오디오 접속으로서 설정되고(단계 1422) MGCF(9)는 SIP ACK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이동 단말기

(에릭의 전화)에 대해 생성될 오디오에 대해 확인한다(단계 1424).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는 상기 오디오 접속의 SIP OK

메시지를 송신한 직후(단계 1419) (상기 오디오 접속을 포함하는) 비디오 접속을 해제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RTP 오디

오 접속들에 관한 상기 비디오 접속의 구(old) 오디오 부분은 유지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접속의 동화상 부분만이 접속해제

된다(단계 1421). (또한 오디오를 포함하는) 상기 구 비디오 접속 H.324는 상기 오디오 접속 H.245가 설정된 후(단계

1422) MGCF와 제1 이동 단말기간에 접속해제된다(단계 1423). 대안적으로, 오디오에 대해 사용된 무선 전송 프로토콜

(RTP) 접속이 H.245 오디오에 대해 유지되고 사용되는 방식으로 상기 베어러 접속 H.324의 동화상 부분만이 접속해제된

다.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이 도 15에 도시된다. 상기 MGCF(9)는 새로운 자원들을 확보하고 이전에 확보된 자원들을 해제하거

나, 상기 MGCF(9)는 새롭게 확보되고 이전의 임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이 새롭게 전환된 서비스 요건을 지원할 접속 자

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함께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전에 사용된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에 대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접속

자원들의 부가적인 부분을 확보한다. 상기 방법은 사용자가 오디오 호를 설정하기를 원하는 결과로서 제1 이동 단말기로

부터 제2 이동 단말기로 설정 메시지 송신(단계 1501)에서 시작된다. 상기 MGCF(9)는 원래 송신된 설정 메시지를 수신한

다. 상기 MGCF(9)는 상기 논리 링크 제어 프로토콜(LLC: Logical Link Control Protocol)과 베어러 제어 프로토콜

H.245로부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로 매핑될 오디오 호 접속을 구성하는데 적용되는 호출하는 이동 단말기의 미디어

프로파일을 검색할 있다(단계 1502). 상기 SDP는 하나 이상의 무선 전송 프로토콜(RTP) 세션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비스

요구 설정들에 따라 구성되는 세션 접속이다. 상기 SDP 접속은 접속 자원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만큼 많은 RTP 세

션들로 구성된다. 상기 MGCF(9)는 송신될 SIP INVITE 메시지를 상기 호출된 단말기로 송신한다(단계 1503). 상기 (호출

된) 제2 이동 단말기에 대해 설정될 세션은 세션 진행 메시지에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MGCF)로 우선 역방향으로 시그널

링되고(단계 1504) 상기 MGCF는 호 속행 메시지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시그널링한다(단계 1505). 상기 제1 이동 단

말기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역방향 시그널링을 수신한 경우, 그것은 상기 IP 베어러가 상기 제1 및 제2 이동

단말기들간에 종단 대 종단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1C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호출하

는)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1D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원래 시그널링된(단계

1506)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경보 시그널링 오디오 표시를 수신한다(단계 1507). 상기 호출된 이동 단말기 사용자(예를 들

어 에릭)가 수잔에 의해 소유된 제1 이동 단말기의 개시된 오디오 호에 응답하는 경우, SIP OK 메시지가 MGCF(9)로 송신

되고(단계 1508) 상기 MGCF(9)는 제1 이동 단말기(수잔)로 LLC의 접속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잔의 제

1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로컬 채널들이 MGCF(9)를 통해 설정되고(단계 1510) MGCF(9)는 SIP ACK 메시지를 송신함으

로써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에릭의 전화)에 대해 생성될 멀티미디어 접속에 대해 확인한다(단계 1511). 이제 잠시 후에 수

등록특허 10-0660424

- 12 -



잔이 오디오 호로부터 비디오 호로 변경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그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디오 대안

에 대한 접속 요구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H.324와 같은) 비디오 요구를 포함하는 설정 메시지가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부터 상기 MGCF(9)로 송신된다. 이제 상기 오디오 프로파일은 홈 가입자 서버(HSS)로부터 검색될 수 있고(단계 1513)

상기 논리 링크 제어 오디오 접속 설정 요구를 오디오 접속의 서비스 기술 프로토콜로 매핑하는 것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다. 상기 MGCF는 오디오 IP 베어러 요구의 SIP INVITE 메시지를 (에릭의)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 송신한다(단계 1514)

. 상기 제2 (호출된) 이동 단말기에 대해 설정될 세션은 우선 세션 진행 메시지에서 상기 MGCF(9)로 역방향으로 시그널링

되고(단계 1515) 상기 MGCF(9)는 호 속행 메시지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시그널링한다(단계 1516). 상기 제1 이동

단말기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역방향 시그널링을 수신한 경우, 상기 비디오 IP 베어러는 상기 제1 이동 단말

기와 상기 제2 이동 단말기간에 종단 대 종단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2C를 포함하도록 표

시된 상기 제1 (호출하는)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2D를 포함하도록 표시된)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원래 시그널링된(단계 1517)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경보 시그널링 비디오 표시를 수신한다(단계 1518). 상기 호출된 이동

단말기 사용자(예를 들어 에릭)가 상기 오디오 호로부터 비디오 호로 전환하는 경우, SIP OK 메시지가 MGCF(9)로 송신

되고(단계 1519) 상기 네트워크 요소 MGCF(9)는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수잔)로 LLC의 접속 메시지를 송신한다(1520).

이제 마지막으로 수잔의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로컬 채널들은 네트워크 요소 MGCF(9)를 통해 H.324 유형 비디오 접

속으로서 설정되고(단계 1522) MGCF(9)는 SIP ACK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이동 단말기(에릭의 전화)에 대해

생성될 비디오 접속에 대해 확인한다(단계 1524).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는 상기 비디오 접속의 SIP OK 메시지를 송신한

직후(단계 1519) 상기 오디오 접속을 해제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RTP 접속들에 관한 상기 오디오 접속은 유지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접속의 동화상 부분만이 접속된다(단계 1520). 하지만, 상기 설정된 비디오 접속(H.324)이 완전히 새로운 무

선 전송 자원들과 접속되는 경우, 구 오디오 접속(H.245)은 상기 비디오 접속(H.324)이 설정된 후 MGCF(9)와 상기 제1

이동 단말기간에 접속해제된다(단계 1523).

본 발명이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상기 설명은 예증적인 것이고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

주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동 단말기들 및 자바에 대한 다양한 참조들은 단순히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를 지칭하고 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따른 방법이 어떤 유형의 이동 단말기들 또는 구현 기술들과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실시될 수 있는 3GPP 올(all) IP 참조 모델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음성 호 동안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상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음성 호로부터 비디오 호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이

동 전화의 디스플레이상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음성 호가 비디오 호로 전환된 후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상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

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이동 단말기들간의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요구를 행하는 제1 이동 단말기에서 사용자에 의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구성을 나

타낸 것이다.

도 7은 도 6에서 구성된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상기 요구는 제1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도 8은 도 6에서 구성된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상기 요구는 상기 요구를 수신하는 제2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상에 나

타난다.

도 9는 도 6에서의 통신 서비스동안 제1 이동 단말기상에 행해진 제2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제2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행해진 시간에 제2 이동 단말기상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제2 통신 서비스동안 제1 이동 단말기상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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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제2 통신 서비스동안 제2 이동 단말기상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낸 것이다.

도 13은 제2 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제1 통신 서비스로 복귀하기 위하여 제1 이동 단말기에서 취해진 동작을 나타낸 것

이다.

도 14a 및 도 14b는 두 이동 단말기들간에 비디오 호 서비스로부터 오디오 호 서비스로의 두 이동 단말기들간의 통신 서비

스 전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도 15a 및 도 15b는 오디오 호 서비스로부터 비디오 호 서비스로의 두 이동 단말기들간의 통신 서비스 전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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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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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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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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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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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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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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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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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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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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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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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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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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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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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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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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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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