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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

은 전송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멀티미디어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호를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의 경우 음성

호중 인스턴트 메시징이 불가능하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은 실시간 메시징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컴

퓨터 사용자와 인스턴트 메시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서 상대방 단말기와 인스턴트 메시지 통신 중 파일 전송 선택시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IMPS 서버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파일 전송을 마치고 파일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대방 아

이디, 파일 위치를 포함하는 CLP의 파일 전송 명령을 작성하고, IMPS 서버로 파일 전송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와; IMPS 서

버에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CLP로 전달되는 파일 전송 명령을 해석하고 파일 수신 명령을 작성하여 상대방 단말기로 전

송하는 단계와; 상대방 단말기에서 파일 수신 명령을 수신하고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파일 위치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와; 다운로드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화

면에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사용자와 상대방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파일을 송수신하여 서로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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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의 동작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는 단말기간에 텍스트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단말기 사용자의 프리젠스(현재 접속 상태)를

표시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서버, 단말기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포

함한다. 단말기의 인스턴트 메신저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채널을 사용하여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

지만 데이터 송수신 용량이 적어 파일 전송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래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데이터 호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메시징을 서비스하면 음성 호를 처리할 때 메시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단말기간에 문자 메시지 외에도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지만 실시간 메시징을 보장하지 못

한다. 멀티미디어 파일에는 사진, 이미지, 오디오 등이 포함된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서 실시간 메시징을 보장하

지 못하면 인스턴트 메신저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여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단말기의 인스턴트 메신저와 컴퓨터의 인스턴트 메신저의 데이터 통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있어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은 전송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멀티미디어 파

일 전송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호를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의 경우 음성 호중 인스턴트 메시징이 불가능하고, 멀티미디

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은 실시간 메시징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컴퓨터 사용자와 인스턴트 메시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서버에 파일 전송 명령을 등록

하고, 파일 전송 필요시 멀티미디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서

버로 전송하고, 파일 전송 명령을 사용하여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서버로부터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스턴

트 메신저간에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서 상대방 단말기와 인스턴트 메시지 통신 중 파일 전송 선

택시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IMPS 서버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파일

전송을 마치고 파일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대방 아이디, 파일 위치를 포함하는 CLP의 파일 전송 명령을 작성하고,

IMPS 서버로 파일 전송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와; IMPS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CLP로 전달되는 파일 전송 명령을

해석하고 파일 수신 명령을 작성하여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대방 단말기에서 파일 수신 명령을 수신하고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파일 위치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

는 단계와; 다운로드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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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서버(이하, IMPS 서버로 표기함)(31, 32)는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Open Mobile Alliance)의

인스턴스 메시징, 프리젠스를 서비스한다.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는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서버(31, 32)와 이동 통신

단말기(11, 12)를 CLP(Command Line Protocol)로 연결하고,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서버(31, 32)와 사설망(22)을

SSP(Server to Server Protocol)로 연결하고,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서버(31, 32)와 모바일 네트워크(21)를 SMCNP

(Server Mobile Core Network Protocol)로 연결한다.

이동 통신 단말기(11, 12, 13)는 CLP로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서버(31, 32)에 접속하고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

하여 상대방 단말기와 메시지 통신한다.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는 CLP에 파일 전송 명령, 파일 수신 명령을 추가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인스턴스 메시징 서

비스 이용 중에 파일 송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파일 전송 명령은 IMPS:To<UserID>:<File Location URL>로 구성하여 이

동 통신 단말기에서 IMPS 서버에 UserID로 파일 위치 URL을 전송하라고 명령하고, 파일 수신 명령은

IMPS:From<UserID>:<File Location URL>로 구성하여 IMPS 서버에서 UserID로 파일 위치 URL을 참조하여 파일을 수

신하라고 명령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의 동작 흐름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에서 인스턴트 메시지 통신 중 파일 전송 선택시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

널을 연결하고, IMPS 서버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파일 전송을 마치고 파일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대방 아이

디, 파일 위치를 포함하는 CLP의 파일 전송 명령을 작성하고, IMPS 서버로 파일 전송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와; IMPS 서버

에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CLP로 전달되는 파일 전송 명령을 해석하고 파일 수신 명령을 작성하여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

하는 단계와; 상대방 단말기에서 파일 수신 명령을 수신하고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

결하고 파일 위치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와; 다운로드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화면

에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용자 단말기와 상대방 단말기는 IMPS 서버의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 통신하는 중이고, 사용자 단말

기에서 상대방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한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는 인스턴트 메시지 통신 중 파일 전송 기능을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전송을 원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선택한다.

사용자 단말기는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IMPS 서버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

송하고 파일 전송을 마치고 파일 위치를 수신한다.

사용자 단말기는 상대방 아이디, 파일 위치를 포함하는 CLP의 파일 전송 명령을 작성하고, IMPS 서버로 파일 전송 명령을

전송한다.

IMPS 서버는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CLP로 전달되는 파일 전송 명령을 해석하고 파일 수신 명령을 작성하여 상대방 단말기

로 전송한다.

상대방 단말기는 파일 수신 명령을 수신하고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파일 위치

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상대방 단말기는 다운로드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때, 사용자와 상대방은 메시지 대화 중이

고, 사용자 단말기와 상대방 단말기는 인스턴트 메시징을 서비스 중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에서 인스턴트 메신저간에 파일

을 송수신함으로써 사용자와 상대방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파일

을 송수신하여 서로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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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사용자 단말기에서 상대방 단말기와 인스턴트 메시지 통신 중 파일 전송 선택시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IMPS 서버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파일 전송을 마치고 파일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대방 아이디, 파일 위치를 포함하는 CLP의 파일 전송 명령을 작성하고, IMPS 서버로 파일 전송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

와;

IMPS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CLP로 전달되는 파일 전송 명령을 해석하고 파일 수신 명령을 작성하여 상대방 단말

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대방 단말기에서 파일 수신 명령을 수신하고 IMPS 서버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 파일 위

치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와;

다운로드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

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MPS 서버와 이동 통신 단말기의 파일 명령 등록 단계는

IMPS 서버와 이동 통신 단말기의 프로토콜인 CLP에 파일 전송 명령, 파일 수신 명령을 추가하는 단계와;

파일 전송 명령을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IMPS 서버에 사용자 아이디로 파일 위치 URL을 전송하라는 명령으로 등록하는

단계와;

파일 수신 명령을 IMPS 서버에서 사용자 아이디로 파일 위치 URL을 참조하여 파일을 수신하라는 명령으로 등록하는 단

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파일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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