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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화상전화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음성 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방송을 제공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단말은 이동 교환국으로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청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동 교환국으로부터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호진행 메시지 또는 변경 메시

지가 수신되면 음성 모드로 전환하여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부터의 음성 안내방송을 수신한다. 이동 교환국은 호설정 이

전에 착신 단말이 통화중 또는 무응답이거나, 호설정 이후에 착신 단말이 링에 응답하지 않거나, 착신단말에 대해 설정된

착신전환 단말로의 착신전환이 수행되는 경우에, 화상통화를 요청한 이동 단말에게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베어러 가

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호진행 메시지 또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서

비스 사용자에게는 기존 음성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사업자에게는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화상통화, 안내방송, 음성 모드, 데이터 모드, Fallbac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화상 통화가 가능한 휴대 통신용 이동 단말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화상 전화 기능을 지원 가능한 UMTS 시스템의 개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의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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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의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의 착신전환시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6a와 도 6b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의 착신전환시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

지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화상전화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음

성 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CDMA(Wid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하는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DMA2000 1x, 1xEV-DV(Evolution Data and Voice) 등과 같은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동 전화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패킷 기반의 텍스트, 디지털화된 음성이나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2 Mbps 이상의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적이며 요구 대역폭이 적은 음성 호와 오류에 민감하고 요구 대역폭이 매우 넓은

데이터 호를 구분하고, 음성 호(voice call)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음성 모드(speech mode)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

이터 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모드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음성 호는 회선교환(Circuit Switched)

기반의 네트워크라 불리는 기존의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호는 패킷교환(Packet Switched) 기반의

네트워크라 불리는 인터넷 등의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화상전화 서비스는 음성 데이터와 화상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통화시 통화 상대방의 모습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함으

로써 통화자가 통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상 전화는 음성으로만 통신하는 것에 비하여 직

접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자에게 대단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한편, 기존의 회선 기반의 이동 전화 서비스에서는 음성 호에 대하여 음성사서함(Voice Mailing Service: VMS) 전환, 무

응답, 통화중 등을 알리는 안내방송 및 각종 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전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드에서

제공되므로, 음성으로 제공되는 안내방송과 링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상전화에 대해 기존 음성 호와 동일한 수

준으로 안내방송을 제공해주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화상전화 시스템에서 안내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화상전화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음성 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화상전화 시스템에서 데이터 모드와 음성 모드의 대체(fall-back) 기능을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

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

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착

신 단말로의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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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하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허용하는 호진행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

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발

신 단말과 상기 착신 단말간에 화상통화를 위한 베어러들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로 링을 울리고 상기 착신 단말에서 상기 링에 응답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이 상기 링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

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에 착신전환을 수행하는 경우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착

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호진행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착신전환이 수행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는,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발

신 단말과 상기 착신 단말간에 화상통화를 위한 베어러들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로 링을 울리고 상기 착신 단말에서 상기 링에 응답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이 상기 링에 응답하지 않고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착신전환이 수행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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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술되는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설정 이전과 호설정 이후 및 착신전환

동작시에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각각의 실시예들에 대한 것이다.

  하기에서는 특히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을 기반으로 하고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을 사용하는 비동기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화상 통화가 가능한 휴대 통신용 이동 단말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인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제어부(10)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모뎀 칩을 포함한다. RF(Radio

Frequency) 처리부(14)는 상기 제어부(10)에 의해 제어되어 소정의 주파수 대역의 무선 채널로 안테나(12)를 통해 네트

워크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하강 변환하고, 신호의 종류를 구별하여 상기 제어부(10)로 출력하거나 또는

음성 처리부(20)와 표시부(16)로 출력한다. 상기 RF 처리부(14)로부터 상기 제어부(10)로 출력되는 신호는 트래픽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 또는 제어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페이징 신호 및 제어 신호 등이 된다. 또한 상기 RF 처리부

(14)는 상기 제어부(10)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또는 상기 음성 처리부(20)와 화상 입력부(26)로부터 수신되는 코드화된

음성과 화상 데이터를 소정 주파수 대역의 무선 신호로 대역 상승 변환하여 안테나(12)를 통해 송출한다.

  상기 음성 처리부(20)는 일반적으로 보코더(Vocoder) 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의 제어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음성 코덱부(20)는 마이크(Microphone: MIC)(22)로부터 수신되는 전기적인 음성 신호를 부호화하여 상기 제어부(10)를

통해 상기 RF 처리부(14)로 전달한다. 또한 상기 음성 처리부(20)는 상기 RF 처리부(14)로부터 상기 제어부(10)를 통해

수신되는 코드화된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전기적인 음성 신호로 변환한 후 스피커(SPK)(24)로 출력한다. 상기 스피커

(Speaker: SPK)(24)는 수신된 전기적인 음성 신호를 증폭한 후 가청음으로 변환 출력하게 된다.

  표시부(16)는 액정표시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이 진행 상태 등을 문자 또는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는 장

치와 진동 모터 및 알람 램프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표시부(16)의 액정표시장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

며, 사용자에 의한 키 입력 시 입력되는 데이터 등을 문자 또는 아이콘 및 캐릭터 등으로 변환하여 이를 표시한다. 또한 상

기 액정표시 장치는, 상기 RF 처리부(14)로부터 상기 제어부(10)를 거쳐 입력되는 코드화된 화상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

스플레이한다.

  화상 입력부(26)는 화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28)와 연결되어 있고 상기 카메라(28)에 의해 촬영된 전기적인 화상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및 영상 코딩 등의 소정 영상 처리를 거쳐 코드화된 화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제어부(10)로 입력한

다.

  키 입력부(18)는 일반적으로 키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며, 다이얼링을 위한 숫자 키들과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키들,

즉 선택을 위한 키와 상하/좌우의 이동을 위한 키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키 입력부(18)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에 대응하

는 키 데이터를 발생하여 이를 제어부(10)로 출력한다. 메모리부(30)는 롬(ROM: Read Only Memory)과 램(RAM:

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부(10)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는

영역과 사용자에 의해 저장되는 영역 및 제어 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키 입력부(18)의 키들을 조작하여 화상 통화를 위한 호를 발신하고자 하면, 제어부(10)는 메모리부(30)에서 화

상 통화용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여 화상 입력부(26)의 카메라(28)와 음성 처리부(20)의 마이크(22)와

스피커(24)를 기동하여 데이터 모드로 진입하는 동시에, RF 처리부(14)를 통해 네트워크를 액세스하여 원하는 착신측과

화상 통화를 위한 통신 경로를 연결한다.

  안테나(12)와 RF 처리부(14)를 거쳐 네트워크로부터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부(10)는 자신에 대한 호출임을 확인

한 후 화상 통화를 위한 호인지 또는 일반 통화를 위한 호인지를 판별한다. 만일 화상통화에 대한 호출이면, 제어부(10)는

메모리부(30)에서 화상 통화용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여 화상 입력부(26)의 카메라(28)와 음성 처리부

(20)의 마이크(22)와 스피커(24)를 기동하여 데이터 모드로 진입하는 동시에, RF 처리부(14)를 통해 네트워크에게 응답하

여 발신측과 화상 통화를 위한 패킷 경로를 연결한다.

  반면 음성 통화를 위한 호가 발신 또는 착신되면, 제어부(10)는 음성 모드로 진입하여 음성 처리부(20)의 마이크(22)와

스피커(24)만을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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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화상 전화 기능을 지원 가능한 UMTS 시스템의 개략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보인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발신측 사용자의 이동 단말(User Equipment: UE)(102)은 Iub라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드

B라고 칭해지는 기지국(도시하지 않음)에 접속한다. 기지국은 사용자 단말(102)로부터의 시그널링 및 사용자 트래픽을

Iur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신측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104)로 연결한다. 무선 네

트워크 제어기(104)는 미디어 게이트웨이(Media Gateway: MGW)(106)에 의해 전송 네트워크(Transit Network)(100)

에 접속한다. 사용자 단말(102)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04)와 미디어 게이트웨이(106)는 발신측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108)의 제어하에 호 설정을 위한 베어러들을 상호 연결한다.

  착신측 사용자 단말(112) 또한 기지국(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착신측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114)로 연결되며, 무

선 네트워크 제어기(114)는 미디어 게이트웨이(MGW)(116)에 의해 전송 네트워크(100)에 접속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말(112)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114)와 미디어 게이트웨이(116)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118)의 제어하에 호 설정을 위

한 베어러들을 상호 연결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제어 평면(110)은 이동 교환국들(108, 118)과 관련되며, 사용자 평면

(User Plane: UP)(120)은 사용자 트래픽이 실제로 통과하는 노드들(102, 104, 106, 116, 114, 112)을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들(102, 112)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들(104, 114) 들 간의 연결은 무선 베어러를 통해 이루어지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들(104, 114)과 미디어 게이트웨이들(106, 116) 간의 연결은 Iu 베어러(Iu Bearer)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전송

네트워크(100)를 통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들(106, 116) 간의 연결은 CN 베어러라 칭해진다. 상기 베어러들을 통해 사용자

단말들(102, 112)간에 점대점 접속(End to End Connection)이 이루어진다.

  상기 이동 교환국들(108, 118)은 홈 위치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HLR)(125)로부터 해당 사용자 단말(102,

112)의 가입자 정보 및 호 관련 정보를 얻어 상기 접속을 제어하며, 통화중이나 무응답 및 착신전환 등의 이벤트 발생시 내

부에 구비된 음성 안내방송 모듈 또는 외부에 연결된 음성 안내방송 서버에 의해 사용자 단말들(102, 112)에게 음성 안내

방송을 제공한다.

  이하 화상전화 기능을 구비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동작을 후술되는

흐름도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호설정 이전 안내방송 제공 절차와, 호설정 이후 안내방송 제공 절

차와, 착신전환시 안내방송 제공 절차에 관련된다. 비동기식 UMTS 통신 시스템에 대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의 Release5에서는, 데이터 모드와 음성 모드 간의 대체(fallback)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후술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기한 대체 기능을 이용하여 화상전화에 대한 안내방송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적용이 상기한 UMTS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기술을 지원하는 다른 종류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의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과정 202에서 발신 단말(Originating Mobile Station: MS-O)은 발신측 무선네트워크 제어기

(RNC-O)를 통해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을 요구하는 호설정(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설정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Bearer Capability)1과 상기 BC1이 불가능한 경

우 대체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2를 포함한다. 상기 BC1은 화상통화를 위한 "multimedia"로 설정되고, 상기

BC2는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speech"로 설정된다. 일 예로서 상기 BC들은 화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위해 발신 단말이 요

구하는 대역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과정 20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발신 단말이 등록된 홈 위치등록기(HLR)로 SRI(Send Routing Information)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발신 단말에 대한 착신측으로의 경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만일 홈 위치등록

기가 상기 발신 단말이 로밍 제한(Roaming Restricted) 또는 퍼지(Purged) 등의 착신 불가능한 상태라면, 과정 206에서

홈 위치등록기는 접근실패(Not Reachable)로 인한 오류(ERROR) 메시지로 발신측 이동 교환국에게 응답한다. 그렇지 않

은 경우, 과정 210에서 홈 위치등록기는 착신측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T)를 통해 착신측 단말(MS-T)을 현재 서비

스하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MSC-T)을 식별하기 위한 MSRN(Mobile Station Roaming Number)을 포함하는 SRI 응답

(SRI_ACK)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 212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MSRN에 의해 식별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Initial Address Message)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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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여기서 CodecList=mm은 멀티미디어를 위한 코덱 속도가 할당됨을 의미한다. 과정 214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

은 상기 IAM에 응답하여 착신 단말의 상태를 확인한다. 상기 착신 단말의 상태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일 수도 있고 착신 단말을 호출하여 그 응답이 수신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다.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착신 단말의 상태가 통화중(Busy) 또는 호출 무응답(No page response)이면, 과정 216에서 착신

측 이동 교환국은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Release)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설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린다. 상기

과정 210 내지 상기 과정 216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208은 착신측 단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과정 206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과정 206의 오류 메시지를 수신하였거나, 상기 과정 216의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과정

218에서 상기 호설정 메시지의 BC2로 지정된 대체 음성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speech"로 설정된 호 진행

(CALL PROCEEDING)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예를 들어 상기 BC는 발신측 이동 교환국에 의해 허용된 음성

통화를 위한 대역폭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음성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력부(26)를 정지시키고, 음성 처

리부(20)만을 기동한다. 여기서 수행되는 모드의 전환은 발신 단말에게 음성 형태의 안내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정 220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음성 안내방송 모듈(또는 외부에 구비된 음성 안내방송 서버,

이하 음성 안내방송 모듈로 통칭함, 도시하지 않음.)과 상기 발신 단말 간에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한다. 그러면

과정 222에서 상기 음성 안내방송 모듈로부터 착신측 단말의 통화중 또는 무응답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이 상기 발신 단

말로 송출되고, 이후 호가 종료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의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과정 302에서 발신 단말(MS-O)은 발신측 무선네트워크 제어기(RNC-O)를 통해 발신측 이동 교

환국으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을 요구하는 호설정(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설정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요

청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1과 상기 BC1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2를 포

함한다. 상기 BC1은 화상통화를 위한 "multimedia"로 설정되고, 상기 BC2는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speech"로 설정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호설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발신 단말이 등록된 홈 위치등록기

(HLR)로부터 발신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착신측으로의 경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착신측 단말(MS-T)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MSC-T)을 식별하기 위한 MSRN을 포함하는 SRI 응답

(SRI_ACK)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획득하면, 과정 30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MSRN에 의해 식별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

을 포함한다. 과정 306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IAM에 응답하여 착신 단말(MS-T)로 BC1=multimedia,

BC2=speech를 포함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 308에서 상기 착신 단말로부터 화상통화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BC=multimedia를 포함하는 호확인 메시지가 수신

되면, 과정 310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BC=multimedia 및 Select codec=mm을 포함하는 APM(Access Parameter

Message)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 312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화상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multimedia"로 설정된 호 진행(CALL PROCEEDING)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데이터 모드에서 동작하여 화상 입력부(26)를 동작시킨다.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314에서 발신 단말과 멀티미디어 통화를 위한 발신측 베어러를 설정하고, 과정 316에서 착신

측 이동 교환국으로 발신측 베어러의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지속(contiinuity) 메시지를 전송한다. 착신측 이동 교환

국은 과정 318에서 APM 메시지로 응답하고, 과정 320에서 착신 단말과 멀티미디어 통화를 위한 착신측 베어러를 설정한

다. 과정 322에서 착신 단말에서 발생되는 링에 대한 링백톤(ring back tone)을 나타내는 얼러팅(Alerting) 메시지가 착신

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달된다. 과정 324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얼러팅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달하며, 과

정 326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얼러팅 메시지를 발신 단말로 전달하여 링백톤이 울리도록 한다.

  과정 328에서 미리 정해지는 소정 시간이 경과되기까지 착신 단말이 상기 링에 응답하지 않으면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무응답(no answer)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정 330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과

정 332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호설정 메시지의 BC2로 지정된 대체 음성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speech"로 설정된 변경(MODIFY)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음성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

력부(26)를 정지시키고, 음성 처리부(20)만을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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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334에서 발신 단말로부터 상기 변경 메시지에 대응하여 BC가 "speech"로 설정된 변경확인

(MODIFY CONFIRM) 메시지를 수신하면, 과정 336에서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음성 안내방송 모듈(도시하지 않음)과 상

기 발신 단말 간에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한다. 그러면 과정 338에서 상기 음성 안내방송 모듈로부터 착신 단말의

무응답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이 상기 발신 단말로 송출되고, 이후 호가 종료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전의 착신전환시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과정 402에서 발신 단말(MS-O)은 발신측 무선네트워크 제어기(RNC-O)를 통해 발신측 이동 교

환국으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을 요구하는 호설정(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설정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요

청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1과 상기 BC1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2를 포

함한다. 상기 BC1은 화상통화를 위한 "multimedia"로 설정되고, 상기 BC2는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speech"로 설정된다.

  과정 40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발신 단말이 등록된 홈 위치등록기(HLR)로 SRI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발신 단말에 대한 인증 및 착신측으로의 경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홈 위치등록기는 과정 406에서 상기 요

청된 착신 단말(MS-T)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무조건적인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상기 착신 단말로의 경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상기 착신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다면, 과정

408에서 호전환 번호(Forwarding to Number: 이하 FTN이라 칭함)를 포함하는 SRI 응답(SRI_ACK) 메시지를 발신측 이

동 교환국으로 전송한다.

  다른 경우, 홈 위치등록기는 착신측 단말(MS-T)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MSC-T)을 식별하기 위한

MSRN을 포함하는 SRI 응답(SRI_ACK)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 414에서 발신측 이동 교

환국은 상기 MSRN에 의해 식별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을 포함한다. 과정 416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IAM에 응답하여

착신 단말의 상태를 확인한다. 상기 착신 단말의 상태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착신 단말을

호출하여 그 응답이 수신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다.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착신 단말의 상태가 통화중(Busy) 또는 호출 무응답(No page response)이고 상기 착신 단말에 대

해 연결실패시의 착신전환이 설명되어 있으면, 과정 418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FTN을 포함

하는 RCH(Resume Call Handling)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424에서 음성 형태의 안내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발신 단말로 BC가 "speech"로 설정된 호 진행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과정 420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RCH 응답(RCH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음성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력부(26)를 정지시키고, 음성

처리부(20)만을 기동한다.

  이후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426에서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음성 안내방송 모듈(도시하지 않음)과 상기 발신 단말 간

에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과정 422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 422

에서 상기 음성 안내방송 모듈로부터 착신전환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이 상기 발신 단말로 송출된다. 이때 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상기 과정 412 내지 과정 426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410은 착신 단말의 통화중 또는 무응답에 의한 착신전환을 확

인하는 부분으로서, 과정 408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한편, 과정 430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된 화상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multimedia"로 설정된

변경(MODIFY)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다시 데이터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력부(26)와

음성 처리부(20)를 기동하고, 과정 432에서 BC가 "multimedia"로 설정된 변경확인 메시지로 응답한다.

  과정 43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 단말(MS-F)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전환 네트워크(Forwarding to

Network: FTNW)의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MSC-F)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을 포함한다. 과정 436에서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은 상기 IAM에 응답하

여 착신전환 단말로 BC1=multimedia, BC2=speech를 포함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착신

전환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 단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링을 울리고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지 않으면 도 4에 나타낸 절차에 따라 발신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착신전환

단말로부터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면, 과정 438에서 발신 단말과 착신전환 단말 간에 화상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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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a와 도 6b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 이후의 착신전환시 안내방송 절차를 나타낸 메시

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과정 502에서 발신 단말(MS-O)은 발신측 무선네트워크 제어기(RNC-O)를 통해 발신측 이동 교

환국으로 화상통화를 위한 호설정을 요구하는 호설정(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설정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요

청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1과 상기 BC1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BC2를 포

함한다. 상기 BC1은 화상통화를 위한 "multimedia"로 설정되고, 상기 BC2는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speech"로 설정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호설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발신 단말이 등록된 홈 위치등록기

(HLR)로부터 발신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착신측으로의 경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착신측 단말(MS-T)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측 이동 교환국(MSC-T)을 식별하기 위한 MSRN을 포함하는 SRI 응답

(SRI_ACK)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획득하면, 과정 50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MSRN에 의해 식별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

을 포함한다. 과정 506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상기 IAM에 응답하여 착신 단말(MS-T)로 BC1=multimedia,

BC2=speech를 포함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 508에서 상기 착신 단말로부터 화상통화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BC=multimedia를 포함하는 호 확인 메시지가 수신

되면, 과정 510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BC=multimedia 및 Select codec=mm을 포함하는 APM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 512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화상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multimedia"

로 설정된 호 진행(CALL PROCEEDING)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데이터 모드에서 동작하

여 화상 입력부(26)를 동작시킨다.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514에서 발신 단말과 멀티미디어 통화를 위한 발신측 베어러를 설정하고, 과정 516에서 착신

측 이동 교환국으로 발신측 베어러의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지속(contiinuity) 메시지를 전송한다. 착신측 이동 교환

국은 과정 518에서 APM 메시지로 응답하고, 과정 520에서 착신 단말과 멀티미디어 통화를 위한 착신측 베어러를 설정한

다. 과정 522에서 착신 단말에서 발생되는 링에 대한 링백톤(ring back tone)을 나타내는 얼러팅(Alerting) 메시지가 착신

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달된다. 과정 524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얼러팅 메시지를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전달하며, 과

정 526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얼러팅 메시지를 발신 단말로 전달하여 링백톤이 울리도록 한다.

  과정 528에서 미리 정해지는 소정 시간이 경과되기까지 착신 단말이 상기 링에 응답하지 않고 착신단말에 대해 무응답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과정 530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은 발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상기 착신단말에 대해 등록된

FTN을 포함하는 RCH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532에서 음성 형태의 안내방송을 제공하기 위

해 발신 단말로 BC가 "speech"로 설정된 변경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과정 534에서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RCH 응답 메시

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음성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력부(26)를 정지시키고, 음성 처리부(20)만을 기동한다.

  과정 536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착신측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해제 메시지에 의해 착신측

이동 교환국과 착신 단말간에 설정된 베어러가 해제된다. 과정 538에서 상기 변경 메시지에 응답하여 BC가 "speech"로

설정된 변경확인 메시지가 발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면,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과정 540에서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음성 안

내방송 모듈(도시하지 않음)과 상기 발신 단말 간에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과정 542에서 상기 음성 안내방

송 모듈로부터 착신전환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상기 발신 단말로 송출한다. 이때 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한편, 과정 544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된 화상통화가 설정됨을 알리기 위해 BC가 "multimedia"로 설정된

변경(MODIFY) 메시지를 발신 단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발신 단말은 다시 데이터 모드로 전환하여 화상 입력부(26)와

음성 처리부(20)를 기동하고, 과정 546에서 BC가 "multimedia"로 설정된 변경확인 메시지로 응답한다.

  과정 548에서 발신측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 단말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MSC-F)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IAM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IAM은 BC1=multimedia, BC2=speech, CodecList=mm을 포함한다. 과정 550에

서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은 상기 IAM에 응답하여 착신전환 단말로 BC1=multimedia, BC2=speech를 포함하는 호설정 메

시지를 전송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은 착신전환 단말과 베어러를 설정한 뒤 착신전환 단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링을 울리고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지 않으면 도

4에 나타낸 바와 유사하게 발신 이동 교환국으로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착신전환 단말로부터 링에 대한 응답이 감지되

면, 과정 552에서 발신 단말과 착신전환 단말 간에 화상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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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도 5 및 도 6에서는 착신 단말과 착신전환 단말이 발신 단말과

마찬가지로 이동 교환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이동 단말인 경우를 도시하였으나, 착신 단말과 착신전환 단말이 유선 전화기

(fixed phone)이거나 또는 음성사서함(Voice Mailing System) 서버인 경우에도 본 발명의 안내방송 제공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화상전화에 대해서도 음성 전화와 동일한 수준의 안내방송을 제공해주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기

존 음성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사업자에게는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체(fallback)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의 변경/추가 없이 안내방송을

제공해줌으로써 화상통화를 위한 안내방송 시스템의 개발 비용을 절약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

를 위한 호설정 이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하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허용하는 호진행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

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진행 메시지는,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

를 위한 호설정 이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이 링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상기 착신 단말로의 연결이 불가능

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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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는,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변

경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

를 위한 호설정 이전에 착신전환을 수행하는 경우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호진행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착신전환이 수행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호진행 메시지는,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한 이후, 상기 발신 단말을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

신 단말로 화상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변경 메시지에 대응하는 변경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과,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 설정된 착신전환 단말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착신전환 단말에 대한 베어러가 설정되면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착신전환 단말간에 화상통

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와 상기 변경확인 메시지는, 상기 화상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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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화상통화

를 위한 호설정 이후에 음성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로부터 착신 단말과의 통화를 위해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착신 단말이 링에 응답하지 않고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단말을 음성 모드

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위한 베어러를 설정하고, 상기 베어러를 통해 착신전환이 수행됨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는,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변경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한 이후, 상기 발신 단말을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발

신 단말로 화상통화를 지시하는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변경 메시지에 대응하는 변경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과,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착신전환 설정된 착신전환 단말을 현재 서비스하는 착신전환 이동 교환국으로 경로 설정을 요청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착신전환 단말에 대한 베어러가 설정되면 상기 발신 단말과 상기 착신전환 단말간에 화상통

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메시지와 상기 변경확인 메시지는, 상기 화상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음성 모드 및 데이터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서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음성

안내방송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 교환국으로 화상통화와 대체 음성통화를 요청하는 호설정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교환국으로부터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지시하는 호진행 메시지 또는 변경 메시지가 수신되면 음성 모드로 전

환하여 상기 이동 교환국으로부터의 음성 안내방송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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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호진행 메시지 또는 상기 변경 메시지는, 상기 대체 음성통화를 나타내는 베어러 가능성(BC)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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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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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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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