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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인화 수단을 지니는 통신 단말기

(57) 요약

이동 통신의 발전으로, 보다 개인화된 통신 방식 및 표현 형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User-to-User Signalling; UUS) 형태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는 호출과 관련하여 다른 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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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다른 한 사용자로부터 가입자를 통해 생성된 한정된 양의 정보를 전송/수신할 수 있고 통상의 통신 채널과 병렬로

작용하여, 개인화된 항목이 호출 설정 동안 그리고 호출 동안 전송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개인화 항목에 대한 예는 텍스

트 메시지, 그림 메시지, 동영상 또는 호출음이다.

대표도

도 1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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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1 통신 단말기(1) 및 제2 통신 단말기(1)가 서로 호출 설정 모드에 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제1 통

신 단말기(1)로부터 수신된 정보(72-75)를 제2 통신 단말기(1) 상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1 단말기

가 상기 제2 단말기(1)에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1)가 상기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임시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단말기가, 바람직하게는 호출의 종단 이후에 상기 정보를 전용 메모리에 저장할 기회(260)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단계(26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제2 단말기(1)에서 착신 정보를 거부(153)하거나 또는 상기 제2 단말기(1)에서 착신 정

보를 수행(151)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호출 설정 동안 수신되는 경우 사용자가 상기 정보 및 상기 착신 호출을 동시에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4.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정보를 거부 또는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전에 상기 수신된 정보에 관한 메모

(149)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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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149)를 표시하기 전에, 상기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검증

하는 단계(25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6.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호출 설정 동안 전송될 경우 호출이 확립되기 전에 사용자가 상기 정보를 거부

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7.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호출 설정 동안 전송될 경우 호출이 확립되기 전에 사용자가 상기 정보를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251); 및

상기 제2 단말기(1)의 호출 설정 동안 정보를 조작하기 위한 설정이 "온(on) "일 경우 상기 항목 기능이 이용가능하다면 상

기 항목을 수행하는 단계(25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29.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수신측 통신 단말기(1)의 통신 단말기 표시 화

면(3)에 표시되는 것으로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0.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수신측 통신 단말기(1) 상에서 재생되는 것으

로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1.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수신측 통신 단말기(1)의 전용 메모리 또는 임

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으로서 조작될 수 있고, 상기 전송된 정보는 차후에 삭제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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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수신측 통신 단말기(1)의 전화번호부(23) 내

발신자의 전화 번호에 발신 번호 식별(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 호출음으로서 할당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3.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각각의 발신 번호 식별 아이콘에 접속된 수신

측 통신 단말기(1)에 전송되는 발신 번호 식별 아이콘들로서 저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4.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2 통신 단말기(1)가 제2 통신 단말기(1)의 전화번호부(23) 내

선택된 전화 번호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설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5.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신측 통신 단말기(1)는 단지 발신 번호 식별(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이 수신측 통신 단말기(1)의 전화 번호부(23)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기 전송된 정보를 승인하도록 설

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6.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텍스트 메시지(72), 호출음(75), 그림(73), 동

화상(74), 로고(logo), 비즈니스 카드 또는 개인 문자를 지닌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7.

제21항 내지 제23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에 관한 메모 (149)가 상기 통신 단말기(1)의 표

시 화면(3) 상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조작 방법.

청구항 38.

제1 통신 단말기(1) 및 제2 통신 단말기(1)가 서로 호출 설정 모드에 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제1 통

신 단말기(1)로부터 제2 통신 단말기( 1)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호출이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개시

되는 단계(220)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1)가 "우선 요구" 설정을 포함하는 송출 개인화 정보의 조작을 위한 복수개의 사용자 조정 설정을 지니고

상기 제1 단말기(1)의 "우선 요구 " 설정이 활성 상태일 때 정보가 전송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단계

(2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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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항에 있어서, 제1 통신 단말기(1)로부터 각각의 개시 호출용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될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제2 통신 단말기(1)로부터 비롯된 모든 호출에 대한 디폴트 정보(222)이거나 상기 전송될 정보는 제2 통신

단말기(1)로부터 비롯된 각각의 호출에 대하여 상기 통신 단말기(1)에서 사전에 정의된 정보 세트의 메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223)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0.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디폴트 정보는 수신지 전화 번호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개인화 항목이 전송될 수 있게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 그룹을 선택하기 위한 설정을 상기 제1

단말기가 지니고, 상기 제1 단말기(1)는 정보가 전송될 수 있게 하는 한 그룹의 수신기(81-85)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속한

다는 것을 검증하고, 긍정적으로 검증된 경우, 개인화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개인화 정보는 이러한 정보가 전송될 수 있게 하는 선택된 전화 번호 또는 선택된 전화 번호의 그룹에 할

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3.

제38항, 제39항, 제41항 및 제4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전송된 정보는 텍스트 메시지(72), 호출음(75), 그림(73),

동영상(74), 비즈니스 카드 또는 개인 문자를 갖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4.

발신측 통신 단말기(1)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1)로서, 프로세서(18), 및 착신 정보를 조작하고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기(1)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수신된 개인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고 바람직하게는 호출이 종단된 다음에 상기 정보를 전용 메모

리에 저장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착신 정보를 조작하기 위한 복수 개의 사용자 조정가능 설정(202)을 지님으로써,

상기 설정은 수신된 정보가 수행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각각의 전송에 대하여 결정할 기회(253)를 사용자가 갖게 하는 "우

선 요구" 설정을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수신된 정보가 수신시 자동으로 수행(254)되게 하는 "온(on)" 설정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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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기(1)는 전자 전화번호부(23)를 지니는 이동 전화이여서, 상기 어플리케이

션은 상기 수신된 정보가 상기 전화번호부(23) 내 선택된 전화 번호용으로 수행되지 않게 하는 설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48.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기(1)는 전자 전화번호부(23)를 지니는 이동 전화이여서, 상기 어플리케이

션은 단지 발신 번호 식별(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이 상기 전화번호부(23)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기 수신된

정보가 수행되게 하는 설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49.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전송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루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0.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전송된 정보의 검출시 상기 전송된 정보의 문자를 분석하기 위한 루

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1.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통신 단말기 표시 화면(3)에서 상기 전송된 정보에 관한 메모

(149)를 표시하는 루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2.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가 개인화 항목의 전자 표현을 포함함으로써,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수신

측 통신 단말기(1)에서 상기 개인화 항목을 표시, 재생, 저장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통신 단말기(1)

에서 상기 정보를 자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루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1)

청구항 53.

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1)는 이동 전화이며 상기 정보는 호출음(75)을 포함함으로써, 상기 어플리케

이션은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시, 호출음 데이터베이스에 수신된 호출음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화번호부( 23) 데이터베이

스에서 발신용 단말기(1)의 전화 번호에 대한 경보 신호로서 상기 수신된 호출음을 설정하는 루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단말기 (1).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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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항 또는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텍스트 메시지(72), 호출음(75), 그림(73), 동영상(74), 로고, 비즈니스

카드 또는 개인 문자를 갖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5.

호출 설정 동안 그리고/또는 호출 동안 수신측 통신 단말기(1)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1)로서, 프로세서(18)

, 및 송출 정보를 조작하고,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기(1)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송출 정보를 조작하기 위한 복수 개의 사용자 조정가능 설정(202)을 지님으로써, 상기 설정은

정보가 전송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사용자가 지니게 하는 "우선 요구"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디폴트 정보가 호출 개시시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온" 설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상기 통신 단말기(1)에서 사전에 정의된 정보의 메뉴로부터 디폴트 정보

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 루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8.

제55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기(1)는 전자 전화번호부(23)를 지닌 이동 전화이여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디폴트 정보가 상기 전화번호부(23) 내 선택된 전화 번호 또는 전화 번호의 그룹에 전송되게 하는 설

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59.

제55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기(1)는 이동 전화이여서, 상기 디폴트 정보가 수신지 전화 번

호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청구항 60.

제55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정보는 텍스트 메시지(72), 호출음(75), 그림(73), 동영상(74),

로고, 비즈니스 카드 또는 개인 문자를 갖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기(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호출 설정 동안 그리고 호출 동안 개인화 항목의 전송을 조작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서를 구비한 통

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상기 개인화 항목은 수신자가 무언가를 알아채게 하거나 심지어는 호출이 보다 개인화되게 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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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제1 통신 단말기가 제2 통신 단말기에 항목(item)을 전송함으로써 제1 및 제2 통신 단말기가 호출 설정

모드에 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2 통신 단말기로 항목을 전송할 수 있게 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통신의 발전으로, 보다 개인화된 통신 방식 및 표현 형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단문 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SMS), 채팅, 그림 메시징, 동영상, 호출음, 조작자 로고(operator logo), 진동, 교환가능한 커버

및 개인 그림용 그림 홀더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들 특징과 관련된 제한이 몇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보다 향상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GSM 02.87 사양에 의하면, 이러한 사양은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User-to-User Signalling; UUS) 형태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가 다른 한 사용자에 대한 호출과 관련하여 상기 사용자에게/상기 사용자로부터

가입자를 통해 생성된 한정된 양의 정보를 전송/수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UUS) 채널은 예컨대 통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호출 설정 동안 음성 채널과 병렬로 작용한다.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서비스(들)에 따라 서로 다른 호출 단계로 사용자 간 정보(User-to-User-Information; UUI)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국제 출원 공개 제WO 99/25107호에는 이동 통신 및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호출 설정 동안의 접속 상태에서 제1 단말기

의 어플리케이션이 제2 단말기의 어플리게이션에 호출음 또는 개인 로고 형태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UUS는 호출 설정시 이러한 데이터를 제2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기 위한 운반체

(carrier)로서 사용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용자는 호출 설정 동안 및/또는 호출 동안 수신된 정보를 검사하기 전에 상기 정보를 유지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호출음의 경우, 사용자는 수신된 호출음을 듣기 전에 상기 호출음을 저장해야 할 필요성을 결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저감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은 발신측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에 의해 달성되는 데, 상기 통신 단말

기는 프로세서 및 착신 정보를 조작하고,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수신된 개인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고 바람직하게는 호출이 종단된 다음에, 상기 정보를 전용 메모

리에 저장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국제 출원 공개 제WO 99/25107호에 개시된 통신 단말기는 사용자가 수신된 정보를 전용 단말기에 저장하기 전에 상기 수

신된 정보를 검사/시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착신 정보의 조작을 통해 충

분히 제어하지 못했다.

본 발명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임시 저장된 정보를 검사 또는 시험한 다음에, 이를 폐기 또는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신된 정보를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수신된 정보를 전용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단히 많은 사용자 그룹에 의해 사용될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우선 수신된 정보가 수행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단말기가 요구하게 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화 항목을 수신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특정의 환경에서 항목을 거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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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형태의 항목을 거부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수신 항목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바람직하기로

는, 수신된 정보가 수행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수신된 정보가 관련된 단말기 상에서 수행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어플리게이션이 체크하는 것이다. 상기 정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동안이나 그러하

지 않는 동안, 단말기는 항목에 관한 메모를 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예컨대, 항목의 형태가 수신되었는 지를 사

용자가 알 수 있도록 메모가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통신 단말기가 전자 전화번호부를 포함한다면, 사용자는 수신된 정보가 상기 전화번호부에서 선택된 전화번호용으로

수행되지 않게 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있다. 변형적으로, 사용자는 단지 발신 번호 식별이 상기 전화번호부에 존재하는 경

우에만 수신자 항목이 수행되게 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호출 설정 동안 또는 호출 동안 전송되는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수신측 통신 단말기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데, 상기 통신 단말기

는 프로세서, 송출 정보의 전송을 조작하고,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송출 정보의 조작을 위한 복수 개의 사용자 조정가능 설정을 지님으로써, 정보가 호출 설정 동안

전송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사용자가 갖게 하는 "우선 요구(ask first)" 설정을 적어도 상기 설정이 포함한

다.

국제 출원 공개 제WO 99/25107호에 개시된 통신 단말기는 호출 설정 동안 또는 호출 동안 송출 항목의 조작에 대한 콜-

투-콜(call-to-call)에 따라 통신 단말기의 특성을 조정하는 수단을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송출 정

보를 통해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

본 발명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호출 설정 동안 또는 호출 동안 송출 정보용으로 원하는 단말기 특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해 진다. 이로 인해 대단히 많은 사용자 그룹에 의해, 그리고 증대된 경우의 수로 사용될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사용자는 우선 디폴트 정보가 전송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단말기가 요구하게 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용

자가 일반적으로 개인화 항목을 전송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특정의 환경에서 정보의 전송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가 전송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시 호출에 대하여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디폴트 정보가 호출 개시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온(on)" 설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선택 루틴은 사용자가 상기

통신 단말기에서 사전에 정의된 항목의 메뉴로부터 디폴트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

이션은 또한 상기 디폴트 정보가 전화번호부 내 선택된 전화 번호 또는 전화번호의 그룹에 전송되게 하는 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디폴트 항목이 수신지 전화 번호(dialed number)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호출 설정 동안 그리고/또는 호출 동안 수신된 정보를 검사하기 전에 상기 정보를 유지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호출음의 경우, 사용자는 수신된 호출음을 듣기 전에 상기 호출음을 저장해야 할 필요성

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문제

를 저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제1 및 제2 통신 단말기가 서로 호출 설정 모드에 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2 통신 단말기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제1 단말기는 상기 제2

단말기에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제2 단말기는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임시로 저장하며, 상기 제2 단말기는 바람직하게는

호출이 종단된 다음에 상기 정보를 전용 메모리에 저장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임시로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검사된 다음에, 저장 또는 폐기될 수 있다. 또한, 수신된 정보를 검사할 필요

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수신된 정보를 전용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제2 단말기의 호출 설정 동안 항목을 조작하기 위한 설정이 "우선 요구(ask first)"인 경우, 상기 항목을 수신한 다음의 첫

번째 단계는 상기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항목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후, 사용자는 수행될 수 있는 항

목이 수신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사용자는 상기 항목이 수행되어야 할 지의 여부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수신된 항목에 관한 메모는 표시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호출이 확립되기 전에 항목을 거부하거나 또는 호출이 확립되기

전에 항목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출 종료 이후에는, 사용자가 전용 메모리에 상기 항목을 저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제2 단말기의 호출 설정 동안 항목을 조작하기 위한 설정이 "온"일 경우,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항목 기능을 지니고, 이어서

상기 항목 기능이 이용가능한 경우에 상기 항목이 수행된다고 검증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제1 및 제2 통신 단말기가 서로 호출 설정 모드에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2 통신 단말기로의 항목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제1 및 제2 단말기가 서로 설정 모드에 있거나 또는 호출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제1 통신 단말기로부

터 제2 통신 단말기로 항목을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호출이 개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데,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단말기가 "우선 요구" 설정을 포함하는 송출 개인화 정보의 조작

을 위한 복수 개의 사용자 조정가능 설정을 지니고 상기 제1 단말기의 "우선 요구" 설정이 활성 상태일 때, 정보가 전송되

어야 할 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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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전송될 항목 또는 전송하기 전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상기 전송될 항목은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비롯된 모든 호출에 대한 디폴트 항목일 수도 있고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비롯된 각각의 호출에 대하여 상기 통신 단말기

에서 사전에 정의된 항목의 메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도 있다. 상기 디폴트 항목은 수신지 전화 번호에 의존할

수 있다. 항목은 이것이 전송될 수 있게 하는 선택된 전화 번호 또는 선택된 전화 번호의 그룹에 할당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바람직한 실시예와 연관지어 그리고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제1 실시태양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라 통신 단말기를 통한 호출 동안 그리고 호출 설정 동안 전송되는 개인화 항목이 휴

대용 전화, 바람직하게는 셀룰러폰/이동 전화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전화의 실시예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데, 도 1에는 셀룰러폰/이동 전화(1)가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다. 알다시피, 상기 전화에는 앞면 커버(2)가 제공되어 있는

데, 앞면 커버(2)는 윈도 프레임(3)을 지니고 있으며, 윈도 프레임(3)은 표시 화면 조립체(3)의 보호창을 에워싸고 있다. 상

기 셀룰러폰/이동 전화는 온/오프 버튼(4), 스피커(5; 단지 개구부만이 도시됨), 키패드(7), 배터리(14), 표시 화면/LCD(3)

및 마이크로폰(6; 단지 개구부만이 도시됨)을 지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키패드(7)는 제1 그룹의 키(8)를 영숫자 키로서 지니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화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텍스트

메시지(SMS)를 기록할 수 있으며, (상기 전화 번호와 관련된) 이름 등을 기록할 수 있다. 12개의 영숫자 키(8) 각각에는 숫

자 "0-9" 또는 부호 "#" 또는 "*"가 각각 제공되어 있다. 알파벳 모드에서는, 각각의 키가 텍스트 편집에 사용되는 다수의

문자 및 부호와 관련되어 있다.

키패드(7)는 2개의 메뉴 선택키, 즉 소프트 키(9), 2개의 호출 조작 키(12), 및 네비게이션 키(navigation key; 10)를 더 포

함한다. 상기 소프트 키의 기능은 네비게이션 키의 사용을 통한 메뉴의 네비게이션 및 전화의 상태에 의존한다. 메뉴 선택

키(9)의 현재 기능은 상기 키(9)의 바로 위에 있는 표시 화면(3)의 개별 영상면에서 볼 수 있다. 2개의 호출 조작 키(12)는

호출 또는 회의 호출의 확립, 호출의 종단 또는 착신 호출의 거부에 사용된다. 이러한 키의 레이아웃(layout)은 예컨대, 노

키아 6210TM 전화의 특징이다.

네비게이션 키(10)는 업/다운 키이며 제1 그룹의 영숫자 키(8) 및 표시 화면 (3) 사이의 전화 정면 중심에 그의 위치가 정

해져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엄지 손가락으로 이러한 키를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근육 운동을 필요로 하

는 입력 키를 배치시킬 수 있는 가장 양호한 위치이다. 대부분의 노련한 전화 사용자는 한손 조작에 익숙하다. 이들은 손바

닥과 손끝 사이에 전화의 위치를 정해둔다. 이 때문에 엄지 손가락에 의해 정보의 입력이 가능해진다.

도 2는 전화/단말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인 데, 상기 부품은 본 발명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의 음성, 및 그를 통해 형성된 아날로그 신호가 마이크로폰(6)에 의해 기록됨으로써, A/D

변환기(도시되지 않음)에서 A/D 변환된 다음에 상기 음성이 오디오 부품(20)에서 부호화된다. 상기 부호화된 음성 신호

는, 예컨대, GSM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프로세서(18; 물리 계층 프로세서)에 전송된다. 프로세서(18)는 또한

RAM 및 ROM 메모리(17a,17b), SIM 카드(16), 표시 화면 (3) 및 키패드(7; 도 1 참조)와 아울러, 데이터, 전원 등을 포함

하여, 상기 장치의 주변 단말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프로세서(18)는 송신기/수신기 회로(19) 및 안테나(21)를

통해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제어한다. 오디오 부품(20)은 상기 신호를 음성으로 복호화하는 데, 이는 프로세서(18)로부터

D/A 변환기(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스피커(5)로 전송된다.

프로세서(18)는 버스(24)를 통해 RAM 메모리(17a) 및 플래시 ROM 메모리(17b ), SIM 카드(16), 표시 화면(3) 및 키패드

(7)(과 아울러 데이터, 전원 등)에 접속되어 있다. 더욱이, 전화번호부(23)는 버스(24)를 통해 프로세서(18)에 접속되어 있

다. 전화번호부(23)는 SIM 카드(16) 및/또는 플래시 ROM 메모리(17a)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프로세서(18)에 의해 제어되는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유닛(22)이, 예컨대, 호

출 설정 동안 음성 채널과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GSM 사양에 따른 UUS 채널로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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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02.87 사양의 정의에 의하면,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User-to- User Signalling; UUS) 형태의 부가 서비스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는 다른 한 사용자에 대한 호출과 관련하여 상기 사용자에게/상기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를 통해 생성된 한정된 양의 정보를 전송/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하게(즉, 컨텐트의 수정 없

이) 전송된다. 대개는, 네트워크가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지도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작용하지도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서비스(들)에 따라 서로 다른 호출 단계로 사용자 간 정보(User-to-

User-Information; UUI)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SM 사양에 따른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간 정보는 호출 제어 메시지에 매립된 채로 호출의 개시 및 종단 시 전

송 및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암시적으로는 호출 설정 동안 사용자 간 정보의 삽입을 통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는 적합한 절차를 통해 활성화될 수도 있다.

변형적으로, 사용자 간 정보는 원격지 사용자(remote party)가 호출을 통지받고 있다는 표시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가 받은 이후이지만 접속 확립 이전에 전송 및 수신될 수 있다. 원격지 사용자를 통한 호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를 통해 전송된 사용자 간 정보는, 네트워크 선택 기능으로서, 호출이 확립된 다음에 원격지 사용자에게 전송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간 정보는 단지 접속이 확립되어 있는 동안에만 전송 및 수신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최대 길이가 메시지당 128개의 옥텟(octet)인 사용자 간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형태의 부가 서비스는 단지 가입자 모두가 GSM PLMN/ISDN 가입자일 경우 또는 비-

ISDN 네트워크가 사용자 간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어떤 네트워크는 서비스 1에 대하여 최대 길이가 메시지당 단지 32개의 옥텟만인 사용자 간 정보의 전송을 지원할 수 있

다. 인터네트워킹의 경우에, 메시지당 32개 이상의 옥텟을 갖는 사용자 간 정보 중 단지 최초 32개의 옥텟만이 전송된다.

사용자 간 정보의 제한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가입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GSM 네트워크는 암시적으로 32개의 옥텟으로 요구되는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단지 발신측 가입자가 관련된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만 사용자 간 정보 및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요구의 전송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선택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발신 호출 설정의 모든 정보를 유지하고

통신 종료 후 호출 자동 설정(Completion of Calls to Busy Subscriber) 형태의 부가 서비스 호출용으로 이러한 정보를

재사용하기 위한 통신 종료 후 호출 자동 설정 형태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원칙은 또한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형

태의 부가 서비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발신 호출 설정시 포함되는 사용자 간 정보는 네트워크에 저장되고 통

신 종료 후 호출 자동 설정 형태의 부가 서비스 호출시에 재사용된다.

이같은 동작 및 오류를 부호화하기 위한 요소 형태의 형식적 정의는 UUS 부가 서비스 사양으로 제공되어 있다.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구조는 UUS 부가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상기 메시지 구조의 일반적인 정의 및 그 해석에 대한 해답

은 ETSI EN 300 403-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용자 간 정보 요소는 사용자 간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네트워크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

게 전송되어 수신측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정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용자 간 정보 요소라고 언급될 수 있

다. 사용자 간 정보의 제1 옥텟의 바이트 8은 0이고, 나머지 7개의 바이트는 상기 정보 요소의 식별자로서 사용된다. 제2

옥텟은 사용자 간 컨텐트의 길이를 정의한다. 제3 옥텟은 전송되는 메시지의 프로토콜을 규정하는 프로토콜 판별기를 포

함하지만, 제4 및 그 이상의 옥텟은 전송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 필드를 정의한다.

상기 사용자 정보 필드의 컨텐트에 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사용자 정보 메시지 외에도, 사용자 간 정보 요소는 설정, 경보,

접속, 비접속, 진행, 해제 및 해제 완료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732002

- 12 -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정보 전송의 조작이 도 4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SS7 네트워크(33)는 시스

템의 개별 부품들을 상호 접속하는 CCITT 규정 네트워크이고, 이러한 SS7 네트워크(33)는 셀룰러폰에 대한 대금 결제 정

보를 포함하는 소위 지능형 네트워크(Intelligent Network; IN)의 서비스 제어점 (Service Control Point; SCP; 34),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관련된 가입자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 HLR; 35), 및 이동국(Mobile Station(MS); 전화(1))에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한 SMS 게이트웨이 및 SMS 인터

네트워킹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re; MSC; 37)에 접속되어 있다. 단문 서비스 센터(Short Message

Service Centre; SMSC ; 36) 및 SMS 게이트웨이 및 SMS 인터네트워킹 이동 전화 교환국(MSC; 37)은 SMS를 조작하여

이를 상기 SMSC(36) 및 상기 SS7 네트워크(33) 간에 발송한다.

상기 SS7 네트워크(33)로부터, (UUS 채널과 병렬 관계를 이루는) 호출은 이동 전화 교환국(MSC; 39), 및 기지국 프로세

서(Base Station Processor; BSC; 38)를 통해 이동국(1)으로 발송된다. 기지국 송수신기(Base Transceiver Station;

BTS ; 40)는 이동국(1)을 향한 무선 접속을 확립한다.

본 발명의 통신 단말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GSM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물론, 본 발명은 또한 다

른 통신 단말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셀룰러 네트워크, 여러 형태의 무선 통신 단말기 시스템 또는

이들 시스템/네트워크의 듀얼 밴드 통신 단말기 접속 세트일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18)는 이동 전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속된다. 따라서, 상기 프로세서(18)는 전화의 활성도를 감시하

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표시 화면(3)을 제어한다.

그러므로, 상기 프로세서(18)는 상태 변경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하고 전화의 상태, 결과적으로는 표시 화면 텍스트를 변경

한다. 사용자는 메뉴 선택 키 또는 키들(9)을 포함하는 키패드(7)를 활성화시킬 경우에 상태 변경 이벤트를 야기시킬 수 있

으며,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는 입력 이벤트 또는 사용자 이벤트라고 언급된다. 그러나, 통신 단말기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는 또한 상태 변경 이벤트를 야기시킬 수 있다. 사용자의 제어를 벗어나는 이들 형태의 이벤트 및 다른 이벤트는 비-사용

자 이벤트라고 언급된다. 어떠한 사용자 이벤트도 호출 설정, 배터리 전압 변화, 안테나 상태 변화 및 SMS의 메시지 수신

동안 등에서의 상태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통신 단말기에서의 개인화 항목 조작 기능은 기본적으로 메뉴 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메뉴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

다. 각각의 실시예의 개시점은 통신 단말기가 대기(idle) 모드에 있는 것인 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통신 단말기가 턴온되

어 예상가능한 임의 동작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 모드 표시 화면은 실시예 마다 각각의 실

시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키(9)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는, 통신 단말기가 2개의 소프트 키를

지니지만, 그러나 1개, 3개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 키를 갖는 통신 단말기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 항목 조작 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도면에서는, 서로 다른 개수의 소프트 키를 지니는 통신 단말기의 대기 모드 표시

화면이 13개로 도시되어 있다. 서로 다른 개수의 소프트 키를 지니는 통신 단말기의 기타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은 또

한 본 발명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그에 적합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개인화 항목 조작 기능을 구비한 통신 단말기의 표시 화면 및 플로챠트를 보여주는 도 5a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개념에 대한 동작 설정이 설명된 다음에, 본 발명의 개념에 대한 동작이 설

명될 것이다.

개인화 항목 기능의 동작 설정은 모든 호출 및 다른 모든 동작 모드에 대한 일반적인 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또한

서로 다른 동작 모드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또한 프로파일(profile)이라고 언급되는 동작 모드는 한 그룹

의 설정, 예컨대, 경보 방식, 호출음 종류, 호출 음량 또는 메시지 경보인 데, 이들은 특정의 환경 또는 선호도에 적합하도록

조정된다. 이에 대한 예들은 정상적인 경보가 회피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진동 경보만이 사용되는 만찬회에 있는 경

우, 삐삐 경보가 사용될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이동중에 있는 동안 통신 단말기에 헤드셋을 접속하는 경우 또는 매

우 시끄러운 환경에 있고 스피커의 음량을 완전히 턴온한 경우 통신 단말기의 정상적인 사용일 수 있다. 특정 모드 또는 프

로파일을 선택함으로써, 이들 모두의 특징이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

도 5a에는 통신 단말기 또는 전화(1)에 대한 대기 표시 화면(50)이 도시되어 있는 데, 이는 신호 강도(53) 및 배터리 레벨

(52)을 나타내는 2개의 바를 포함한다. 더욱이, 시간 표시(54), 및 상기 전화가 현재 접속해 있는 네트워크 또는 조작자의

식별 정보(55), 및 2개의 소프트 키(9)의 현재 기능(메뉴: 메뉴 구조에 대한 접근; 이름; 전화번호부에 대한 접근)을 나타내

는 2개의 레이블(51)이 존재한다.

등록특허 10-0732002

- 13 -



대기 모드에서, 사용자는 (도 5a에 도시된) "메뉴"를 나타내는 왼쪽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기능을 선택하고 표시 화면

(3)이 도 5a의 표시 화면(56)에서와 같이, "설정(setting)"을 나타낼 때까지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

(scroll down)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 화면은 상기 표시 화면의 모드("설정")를 나타내는 표제(header; 59), 상부 우측 모

서리에 있는 메뉴 레벨 표시(58) 및 표시 화면 메뉴의 기능을 묘사하는 그림 따위를 표시하는 그림(도시되지 않음)을 포함

한다. 상기 메뉴 레벨 표시(59)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규정된 개수의 메뉴를 나타내며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상기

메뉴의 스크롤링 없이 그러한 메뉴에 직접 점프(jump)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표시 화면(56)은 또한 이러한 메뉴가 이러

한 메뉴 레벨 상의 다른 여러 메뉴 중 하나인 선 상의 만곡을 통해 나타나는 표시 화면의 우측 부분에 있는 지시선(57)을 포

함한다. 이는 메뉴 레벨 표시(59)의 마지막 숫자에 대응한다.

표시 화면(56) 상에서 "설정"이 보여질 때, "선택(select)"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설정 기능이 활성

화되며(단계(201)), 설정을 위한 제1 서브 메뉴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이 나타난다. 만약 "탈출(exit)"을 나타내는 우측 소

프트 키(9)가 대신 눌려진 경우(단계(299)), 통신 단말기는 대기 모드(도 5의 대기 모드 표시 화면(50))으로 복귀된다. 네

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함으로써, 서로 다른 설정에 대한 다른 서브 메뉴가 표시 화면에 나타난다. 이러

한 서브 메뉴 중 하나는 "개인화 항목에 대한 설정(settings for personalisation items)"을 표제(60)로 나타내는 표시 화면

(61)이다.

표시 화면(61) 상에서 "개인화 항목에 대한 설정"이 보여질 때,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개인화

항목에 대한 설정 기능이 활성화되며(단계(202)), 상기 기능에 대한 "개인화 항목 전송(send personalisation items)"이라

는 제1 설정을 표제(63)로 나타내는 표시 화면(62)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

름으로써 변경될 수 있고(단계( 203), 상기 제1 설정에 대한 이용가능한 선택 기능이 표시 화면(64)에서 보여진다. 표시 화

면(6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이용가능한 선택 기능은 "온(on)"(65), "오프 (off)"(66) 및 각각의 호출 설정시 표준으로서

개인화 항목을 전송하는 기능을 위한 "우선 요구(ask first; 67)"이다. 상기 선택 기능들 중 하나는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어느 선택 기능이 실행되는 지를 나타내도록 강조 표시된다. 네비게이션 키(10)를 통한 스크롤

링 및/또는 좌측 소프트 키(9)의 누름으로써 상기 선택 기능들 중 하나를 실행 또는 선택한 다음에는, 통신 단말기가 표시

화면(61)으로 복귀된다. 대부분의 서브 메뉴에서는, "뒤쪽으로(back)"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가 눌려짐으로써 현재

보다 위에 있는 메뉴 레벨로 상기 통신 단말기가 복귀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키(10)가 표시 화면(61)으로부터 스크롤 다운하는 데 대신 사용되는 경우, 상기 기능에 대한 "개인화 항목

(personalisation items)"이라는 제2 설정을 표제(69)로 나타내는 표시 화면(68)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상기 기능이

턴온될 때 디폴트 항목으로서 전송하는 데 사용될 특정의 개인화 항목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표시 화면(68)에는 제2 표

제(70)로 개인화 항목의 형태 및 선택된 항목의 이름이 표시된다. 이러한 설정은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변경될 수 있고(단계(204)), 제2 설정에 대한 이용가능한 형태의 개인화 항목이 표시 화면(71)에서 보여진다.

표시 화면(7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이용가능한 형태의 개인화 항목은 "텍스트(text)"(72), "그림(picture)"(73), "동영상(

animation)"(74) 및 "호출음(ringing tone)"(75)이다. 상기 기능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선택된 개인화 항목은 각각의

호출 설정 동안 표준으로서 설정된다.

표시 화면(71)의 제1 형태는 "텍스트"(72)이며, 이는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업/다

운 네비게이션 키(10)를 누름으로써, 예상가능한 다른 형태, 즉, "그림"(73), "동영상"(74) 및 "호출음"(75)이 접근가능하며

"텍스트" 대신에 표시 화면 상에 강조 표시된다. 제1 형태의 "텍스트"( 72)를 선택 또는 실행함으로써, 디폴트 개인화 항목

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텍스트 기능 선택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14)이 나타난다. "선택 기능 (option)

"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개인화 항목의 조작을 위해 이용가능한 몇가지 선택 기능(선택(select;

135), 뷰(view; 136), 편집(edit; 137) 및 삭제(erase; 138))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34; 도 6 참조)이 나타난다. 물론, 다

른 선택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선택 기능 중 어떠한 것이라도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선

택될 수 있다. 만약 제1 선택 기능인 "선택"(135)이 선택된다면, 통신 단말기는 표시 화면(71)으로 복귀되며 선택된 개인화

항목은 디폴트로 사용된다.

만약 제2 선택 기능인 "뷰"(136)가 선택된다면, 텍스트 항목은 새로운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에 전부 표시된다. 이러한

표시 화면은 "뒤쪽으로"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10)를 누름으로써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통신 단말기는 표시 화면

(114)으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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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3 선택 기능인 "편집"(137)이 선택되면, 텍스트 항목은 텍스트가 편집될 수 있게 하는 편집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

음)에 완전히 표시된다. 네비게이션 키(10)는 앞뒤로의 이동에 사용되고, "지움(clear)"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는

텍스트를 지우는 데 사용되며, 키패드(7)는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는 데 사용되고, "준비(ready)"를 나타내는 좌측 소프

트 키(9)는 편집을 끝내고 표시 화면( 114)으로 복귀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제4 선택 기능인 "삭제"(138)가 선택되면, 텍스트 항목이 지워지지만, 확인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이 표시되기 전

에 텍스트 항목의 삭제 확인이 사용자에게 요구된다. 상기 확인이 "승인(OK)"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실행된 후에는, 통신 단말기가 표시 화면(114)로 복귀된다. 만약 "뒤쪽으로"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가 대신 선택되면,,

통신 단말기는 표시 화면(134)으로 복귀된다.

표시 화면(71)에서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하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제

2 형태의 개인화 항목인 "그림"(73)이 선택되고, 디폴트 개인화 항목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그림(125-128)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24)이 나타난다. 그림 항목은 이전의 텍스트 항목이 도 6의 표시 화면(134)와 관련하여 설

명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작될 수 있다.

표시 화면(71)에서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더 스크롤 다운하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제3 형태의 개인화 항목인 "동영상"(74)이 선택되고, 디폴트 개인화 항목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동영상( 120-

123)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19)이 나타난다. 동영상 항목은 이전의 텍스트 항목이 도 6의 표시 화면(134)과 관

련하여 설명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작될 수 있다.

표시 화면(71)에서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더욱 더 스크롤 다운하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

으로써 제4 형태의 개인화 항목인 "호출음"(75)이 선택되고, 디폴트 개인화 항목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호출음

(130-133)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29)이 나타난다. 호출음 항목은 이전의 텍스트 항목이 도 6의 표시 화면

(134)과 관련하여 설명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작될 수 있다.

만약 표시 화면(68) 다음에 네비게이션 키(10)를 통한 스크롤 다운이 표시 화면(61)으로부터 계속되면, 상기 기능에 대한 "

누구에게의 전송(send for)"이라는 제3 설정을 표제(77)로 나타내는 다른 한 표시 화면(76)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어

느 수신자에게 개인화 항목이 전송될 지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표시 화면( 76)에서, 어느 수신자에게 개인화 항목이 전

송될 지가 제2 표제(78)로 표시된다. 이러한 설정은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205)), 제3 설정에 대한 이용가능한 수신자 그룹이 표시 화면(79)에 표시된다. 표시 화면(79)에는 박스(box; 81)가

전방에 있게 하는 여러 수신자 그룹( 80,82-84)이 보여지는 데, 상기 박스는 이 박스와 나란히 위치된 수신자 그룹이 개인

화 항목의 디폴트 수신자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체크될 수 있다. 상기 박스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

으로써 체크된다. 박스(81)가 체크되지 않고 강조 표시될 경우에는 좌측 소프트 키의 표제(51)가 "표시(mark)"를 나타내고

상기 박스가 이미 체크된 경우에는 좌측 소프트 키(9)에 대한 표제(51)가 "무표시( unmark)"를 나타낸다. "뒤쪽으로"를 나

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수신자 그룹의 선택은 "예(yes)"를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를 누름으로써 변경

이 허용되는 확인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실행된 다음에, 통신 단말기가 표시 화면(76)으로 복귀된다. 그 대신

에, 만약 변경이 "아니오(no)"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를 누름으로써 거부된다면, 통신 단말기는 부가적인 변경을 위해

표시 화면 (79)으로 복귀하게 된다.

만약 표시 화면(76) 다음에 네비게이션 키(10)를 통한 스크롤 다운이 표시 화면(68)으로부터 더 계속되면, 상기 기능에 대

한 "컴포저(composer)"라는 제4 설정을 표제(86)로 나타내는 다른 한 표시 화면(85)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사용가능

한 새로운 개인화 항목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컴포저는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실행될

수 있고(단계(206)), 생성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개인화 항목(88-91)의 리스트가 표시 화면(87)에서 보여진다. 개인화 항

목 형태 각각은 네비게이션 키(10)를 통한 스크롤 다운 및/또는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의 누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개인화 항목들을 생성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 단말기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화 항목(88-91)

이 생성될 수 있게 하는 편집 메뉴(도시되지 않음)가 제공된다. 새로운 개인화 항목을 생성한 후에는 이러한 개인화 항목이

저장되고 통신 단말기는 좌측 소프트 키 (9)를 누름으로써 표시 화면(85)으로 복귀된다. 새로운 개인화 항목은 표시 화면

(68)에 입력하고 메뉴에서 새로운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디폴트 항목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5a에서는 도시된 설정이 단지 예상가능한 설정에 대한 예일 뿐이며 설정에 대한 다른 여러 변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한 설정 표시 화면(92)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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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화 항목 기능에 대한 동작 설정은 또한 동작 모드 또는 프로파일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조정

될 수 있다. 도 5b에는 이를 설명하는 수개의 표시 화면이 도시되어 있다. 대기 모드(표시 화면(50))에서, 사용자는 (도 5a

에 도시된) "메뉴"를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기능들을 선택하며 도 5b의 표시

화면(170)에서와 같이, 표시 화면(3)이 "프로파일"을 나타낼 때까지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할 수 있

다. 이러한 표시 화면은 표시 화면의 모드("프로파일")를 나타내는 표제(171), 상부 우측 모서리의 메뉴 레벨 표시, 표시 화

면 메뉴의 기능을 묘사하는 그림 따위를 표시하는 그림(도시되지 않음), 및 이러한 메뉴가 이러한 메뉴 레벨 상의 다른 여

러 메뉴 중 하나인 라인 상의 만곡를 통해 나타나는 표시 화면의 우측 부분에 있는 지시선을 포함한다.

표시 화면(170)에서 "프로파일"이 보여질 때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상기 프로파일에 대한 설

정 기능이 활성화되고(단계(210)), 프로파일(173-176)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72)이 나타난다. 표시 화면(

172)에서 보여진 것보다 많은 프로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 프로파일(173-176) 각각은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

여 스크롤 다운하고 하나의 프로파일이 강조 표시될 경우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선택될 수 있

다. 하나의 프로파일이 선택될 경우, 상기 선택된 프로파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

기능(178-180)을 나타내는 표시 화면(177)이 나타난다(단계(211)). "활성화(activate)"를 나타내는 제1 선택 기능(178)

은 선택된 프로파일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제1 선택 기능은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실

행된 다음에, 통신 단말기가 대기 모드 표시 화면(50)으로 복귀되고, 이 경우에는 선택된 프로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

제(도시되지 않음)가 표시 화면에 나타난다. "개인화(personalise)"를 나타내는 제2 선택 기능( 179)은 상기 프로파일의

서로 다른 설정, 즉, 호출음, 호출 음량, 상기 프로파일의 이름, 진동 경보, 화면 보호기 등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제2 선

택 기능(179)이 강조 표시될 경우,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단계(212) ), 상기 프로파일의 제1

설정을 나타내는 표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이 나타난다.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하고 상기 프로파일에

대한 서로 다른 나머지 설정들을 빨리 지나치게 함으로써, 표시 화면(181)에는 "개인화 항목에 대한 설정(settings for

personalisation items)"이 나타난다. 상기 개인화 항목에 대한 설정이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단계(201)). 이는 위에서 일반 동작 설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다른 한 변형예는 개인화 항목이 디폴트로서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번호부(23)의 특정 번호에 대하여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발신 번호 식별(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이 존재한다면 단지 개

인화 항목만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본 발명의 개념이 호출 설정, 호출 및 착신 호출 동안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는 도 6 내지 도 8 및 도 10 내

지 도 12의 플로챠트를 참조할 것이다.

대기 모드(도 5a의 표시 화면(50))로부터 개시하면, 사용자는 영숫자 키(8)를 사용하여 자신이 호출하기를 원하는 수신기

의 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입력된 전화 번호(101)의 일례(단계(220))는 표시 화면(101; 도 6 참조)에서 보여진다. 하나의

숫자가 입력된 다음에는, 좌측 소프트 키(9)의 현재 기능을 나타내는 레이블(51)이 "선택"에서 "선택 기능"으로 변경되고,

우측 소프트 키(9)의 현재 기능을 나타내는 레이블(51)은 "이름"에서 "지움"으로 변경된다. 전화 번호(101)가 입력된 다음

에는 사용자가 호출을 하도록 좌측 호출 조작 키(12)를 누를 수도 있고, 한번 누름으로 입력된 모드 숫자를 지워서 대기 모

드로 복귀하도록 우측 호출 조작 키(12)를 누를 수도 있으며, 한번에 하나의 숫자를 삭제하도록 "지움"을 나타내는 우측 소

프트 키(9)를 누를 수도 있고, "선택 기능"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를 수도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된 전

화 번호(101)를 사용해야 할 지가 표시 화면(102)에 서로 다른 선택 기능(103-106)으로 나타난다. 표시 화면 (102)에 나

타난 것보다 많은 선택 기능이 존재하지만, 보여진 선택 기능은 명확하게 하도록 수개로 제한되었다.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다운함으로써, "개인화 항목 포함(include pers. item)"을 나타내는 제4 선택 기능(106)이 강조 표시되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단계(221)). 호출 설정시 포함될 수 있는 개인화 항목

(108-11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표시 화면(107)이 나타난다. "디폴트"를 나타내는 제1 항목(108)은 그러한 프로파일

에 대한 디폴트 개인화 항목으로서 또는 모든 모드 또는 프로파일에 대한 일반 개인화 항목으로서 선택된 항목이다. 이러

한 디폴트 개인화 항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었는 지는 위에서 동작 설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만약 "선택"을 나타

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디폴트"를 나타내는 제1 항목 (108)이 선택된다면(단계(222)), 통신 단말기는 표시

화면(102)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호출 설정 과정은 "호출"이라는 선택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메뉴에서 스크롤 다운/

업함으로써 그리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르거나 또는 좌측 호출 조작 키(12)를 누름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 통신 단말기는 자신이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을 지원한다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체크하고(단계(224)),

UUS 요소의 데이터 필드에 개인화 항목을 추가하며 UUS 채널을 통해 UUS 요소를 전송한다(단계(225)). UUS 요소가 수

신기에 전송되고 호출 설정이 마무리될 경우, 호출이 확립된다(단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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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디폴트 개인화 항목과는 다른 것이 선호되면, 네비게이션 키(10)는 나머지 항목(109-113) 중 어느 하나가 강조 표시

될 때까지 스크롤 다운하고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선호된 항목을 선택하는 데(단계(223) 사

용된다. 만약 새로운 개인화 항목이 선호되면, "컴포저"를 나타내는 항목(109)이 선택되어야 하며 표시 화면(87)과 유사한

표시 화면이 나타나고 새로운 개인화 항목이 생성될 수 있다. 새로운 개인화 항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는

위에서 동작 설정에 있어서 컴포저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새로운 개인화 항목이 생성된 다음에는 통신 단말기가 표시 화

면(102)으로 복귀하게 된다. 호출 설정 과정은 디폴트 항목(108)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시될 수 있다. 만약

텍스트 항목(110)이 선호되면, "텍스트"를 나타내는 항목(110)이 표시 화면(107)에서 선택된 다음에 표시 화면(114)이 나

타난다. 표시 화면(114)은 서로 다른 표준 또는 사전에 만들어진 텍스트 항목(115-118)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만약 네비

게이션 키(10)가 상기 리스트에서 스크롤 다운하는 데 사용된다면 보다 많은 텍스트 항목이 보여질 수 있다. 선호된 텍스

트 항목(110)은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되며 "선택 기능"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110)를 누름으로써

선택된다. 상기 선택 이후에는, 상기 선택된 텍스트 항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지가 ("선택"(135), "뷰(136),

"편집(137) 및 "지움"(138))의 몇몇 선택 기능으로 표시 화면(134)에 나타난다. 이같은 선택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

하는 지는 위에서 도 5a 및 5b 및 동작 설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상기 텍스트 항목이 조작 및 선택된 다음에는, 통신

단말기가 표시 화면(102)으로 복귀하게 된다. 호출 설정 과정은 상기 디폴트 항목(108) 및 상기 컴포저 항목(109)에 대하

여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시될 수 있다. 만약 "동영상" 항목(111), "그림" 항목(112) 또는 "호출음" 항목(113)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면, "텍스트" 항목(110)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절차가 반복된다.

설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의하면, 개인화 항목 기능은 예컨대, "온", "오프" 및 "우선 요구"와 같은 동작을 적어도 지닐 수 있

다. "오프" 설정의 경우, 개인화 항목은 통신 단말기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화 항목이 제1 통신 단말

기에 의해 전송되지만, 제2 통신 단말기에 의해 승인 또는 수신되지 않는다면, 제1 통신 단말기는 개인화 항목이 제2 통신

단말기에 의해 수신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는다.

"우선 요구" 설정을 갖는 통신 단말기가 착신 호출을 검출할 경우(단계(250) ), 및 개인화 항목이 상기 호출에 부가될 경우,

통신 단말기는 수신측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개인화 항목 기능을 지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단계(251)). 상기 기능이 이

용가능한 경우, "호출에 부가된 개인화 항목(personalisation item atteched to call)"을 나타내는 경보 메모(alert note;

149)가 표시 화면(148)에서 보여지게 된다(단계(252)). 만약 개인화 항목 기능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착신 호출이 통상

의 방식으로 경보를 받는다. 경보 메모(149)는 개인화 항목이 호출에 부가되고 필요하다면,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수신측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선택 기능"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서로 다른 선택 기능(151-153)이 표시 화

면(150)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응답(answer)"을 나타내는 제1 선택 기능(151)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화 항목이 승인 및 수

행되고(단계(254)), 호출이 확립된다(단계 (255))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

써 실행된다. 수행된 개인화 항목(141,145,147)의 예들이 표시 화면(140,144,146)에서 보여진다. 그림(140)은 또한 만약

발신 번호 식별(CLI)이 존재한다면 발신자를 나타내는 표제(143), 및 통신 단말기가 호출 모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

화 아이콘(142)을 포함한다. 그 대신에, 표시 화면(150)에 있는 동안 "뒤쪽으로"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가 눌려지

면, 통신 단말기에는 표시 화면(148)에 비하여 우측 소프트 키(9)에 대한 다른 한 표제 표시(51)를 갖는 표시 화면(154)이

나타난다. 만약 "거부(reject)"를 나타내는 제2 선택 기능(152)이 선택되면, 호출 설정이 종료된다(단계(259)). "항목 거부

(reject item)"를 나타내는 제3 선택 기능이 선택될 때, 착신 호출은 승인 및 확립되지만(단계(255)), 개인화 항목은 표시

되지 않는다. 호출이 마무리된 후에는(단계(257)), 수신기는 전용 메모리에 수신된 개인화 항목을 저장할(단계(261)) 기회

가 주어진다(단계(260)).

변형 실시예에서는, 개인화 항목의 수신기가 또한 전송된 개인화 항목을 승인하기 전에 개인화 항목을 검사하여 호출을 응

답할 기회를 지녀야 한다.

"온" 설정을 갖는 통신 단말기가 착신 호출을 검출할 때(단계(250)), 및 개인화 항목이 호출에 부가될 때, 통신 단말기는 수

신측 단말기가 이용가능한 개인화 항목 기능을 지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기능이 이용가능하다면, 통신 단

말기는 개인화 항목을 수행하고(단계(254)), 그러하지 않다면, 착신 호출이 통상의 방식으로 경보를 받는다. 수행된 개인

화 항목(141,145,147)의 예는 표시 화면(140,144,146)에서 보여진다.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표시 화면(156)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호출 "응답"(151)에 대한 통상의 선택 기능을 지니거나(단계(255)), 또는 호출 "거부"(152)에 대한 통상의

선택 기능을 지닌다(단계(256)). 표시 화면( 156)은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접근된다. 그 대신

에, 만약 표시 화면(156)에 있는 동안 "뒤쪽으로"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가 눌려진다면, 통신 단말기에는 표시 화면

(140, 144 또는 146)에 비해 우측 소프트 키(9)에 대한 다른 한 표제 표시(51)를 지니는 표시 화면(155)이 나타난다. 호출

이 마무리된 후에(단계(257)), 수신기는 전용 메모리에 수신된 개인화 항목을 저장할(단계(261)) 기회가 주어진다(단계

(260)). 이후로는 통신 단말기에 대기 모드가 나타난다(단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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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는 호출이 확립되어 진행 중일 때의 표시 화면(157)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화면은 또한 어떤 호출이 진행중에 있는

지를 나타내는 표제(159) 및 단말기가 호출 모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화 아이콘(158)을 포함한다. "유지(hold)"를

나타내는 우측 소프트 키(9)는 호출을 유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선택 기능"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

를 누름으로써, 서로 다른 선택 기능(161-164)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표시 화면(160)이 나타난다. 만약 네비게이션 키

(10)가 상기 리스트를 스크롤 다운하지만, 표시 화면(159)이 보여진 선택 기능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면 사용가능한 보다 많은 선택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 리스트에서 스크롤 다운함으로써, "개인화 항목 전

송 (send pers. item)" 선택 기능(164)이 강조 표시될 수 있다.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개인

화 항목 전송" 선택 기능(164)을 선택할 때(단계(271)), 서로 다른 개인화 항목 형태의 리스트가 표시 화면(165)에 나타난

다. 물론, 표시 화면(107; 도 6 참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디폴트 또는 컴포저와 같은 더 많은 선택 기능이 존재할 수 있

다. 상기 리스트에서 네비게이션 키(10)를 사용하여 스크롤 업/다운함으로써, 선호된 기능 선택이 강조 표시될 수 있으며,

"선택"을 나타내는 좌측 소프트 키(9)를 누름으로써, 선호된 선택 기능이 선택된다(단계( 273; 디폴트 개인화 항목), 단계

(274; 새로운 개인화 항목 컴포즈) 및 단계(275; 표준/사전에 만들어진 개인화 항목 선택)). 통신 단말기는 자신이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UUS)을 지원한다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체크하고(단계(276)), 개인화 항목을 UUS 요소의 데이

터 필드에 추가하며 UUS 채널을 통해 UUS 요소를 전송한다(단계(277)). UUS 요소가 수신기에 전송되고 확인 통지가 표

시 화면(도시되지 않음)에 표시되었을 때, 통신 단말기는 표시 화면(157)으로 복귀된다( 단계(278)). 만약 네트워크가 사

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표시 화면에 표시되며(도시되지 않음) 음성 호출이 계속된다(단

계(278)).

수신된 개인화 항목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신측 단말기의 전용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화 항목으

로서 수신된 호출음은 발신 번호 식별(CLI) 호출음으로서 수신측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부 내 발신자의 전화 번호에 할당

될 수 있다. 다른 일례는 개인화 항목으로서 수신된 그림 또는 아이콘이 발신 번호 식별(CLI) 아이콘으로서 전화번호부 내

발신자의 전화 번호에 할당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텍스트 메시지, 그림, 동영상 또는 호출음의 예들 외에도, 통신 단말기의 개인화 증가 및 아마도 호출과의 병

렬 전송에 적합한 어떠한 항목이라도 개인화 항목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기타 항목의 예들은 로

고(logo), 비즈니스 따위이다.

본 발명은 위에서 언급된 예들이나 또는 한 실시예의 예들을 보여주는 도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청구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지 2개의 소프트 키만을 갖는 통신 단말기가 도시되고 기재되었지만, 1개, 3개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 키를 갖는 통신 단말기가 또한 본 발명에 따라 개인화 항목을 조작하는 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은 자

명한 것이다. 통신 단말기의 표시 화면은 본 발명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공지된 통신 단말기의 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2는 셀룰러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위한 전화의 필수 부품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조작되는 정보를 발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간 신호 채널 정보 전송 요

소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a 내지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개인화 항목을 조작하는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기의 표시 화면의 서로 다른 창들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 항목의 기능에 대한 동작 설정을 보여주는 플로챠트이다.

도 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 항목의 기능을 통해 호출 설정을 조작하는 플로챠트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 항목의 기능을 통해 착신 호출을 조작하는 플로챠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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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호출 동안 개인화 항목을 전송하는 플로챠트이다.

도 13은 서로 다른 개수의 소프트 키를 갖는 통신 단말기의 대기 모드(idle mode) 표시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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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32002

- 20 -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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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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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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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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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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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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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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