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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장치상의 고객 셀프 지원용과 같은 콜 인터셉트 방법

(57) 요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하나 이상의 소정의 번호로 다이얼링할 때, 고객 셀프 지원 검출을 위해 원격장치 또는 이동장치로

부터 콜을 인터셉팅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번호가 (고객지원번호와 같은) 소정의 번호 중 하나와 일치하면, 폰은 콜을 인터

셉팅하고, 가입자의 문제에 대한 가능한 솔루션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다양한 다른 구조와 실시예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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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통신 네트워크 내에서, 이동전화에서 어시스턴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콜센터의 고객지원 에이전트로부터 명령어 또는 정보에 대한 요청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 전화번호를 이동전화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입력 전화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콜을 보내기 전 또는 후에, 상기 사용자 입력 전화번호

가 상기 이동전화에 저장된 특정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입력 전화번호와 상기 저장된 특정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검출시에 로컬 고객지원 기능의 표시가능한 리스

트를 제공하는, 상기 이동전화에 로컬식으로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는 단계;

표시된 리스트상의 상기 로컬 고객지원 기능 중 하나의 사용자 입력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된 사용자 입력 선택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표시가능한 정보의 스크린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단계는 이동장치 기반 지원 세션을 개시하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런칭하는 단계; 및 고객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진 페이지를 다운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단계는 메세지를 다운로딩하는 단계; 및 상기 메세지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메세지는 상기 로컬 고객지원 기능 중 하나와 연관된 웹페이지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전화의 디스플레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런칭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스크린은 상기 로컬 고객지원 기능 중 하나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네트워크와 연결된 원격장치에 원격장치 어시스턴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원격장치에서 어시스턴스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장치에서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를 로컬식으로 수행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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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에 기초하여, 상기 원격장치 내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단계; 또는 상기 요청

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전결정된 일련의 동작을 상기 원격장치에 로컬식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사용자 구동 메뉴얼 지원, 상기 이동장치 내의 이벤트를 기초로 하는 프

로액티브 지원, 또는 특정 장치상태 또는 사용자동작에 반응하는 반응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원격장치에 대하여 로컬 메모리 내의 특정 위치를 보정하는 단계,

상기 로컬 메모리에 정보를 재설치하는 단계, 상기 로컬 메모리에 업데이팅된 정보를 설치하는 단계, 또는 상기 원격장치

가 연결된 상기 네트워크 내의 명령어를 업데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원격장치에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원격장치에 주문형 직접회로를 사용하여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하나 이상의 통신 이동장치가 상기 이동장치에서 로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콜을 인터셉팅하는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

는 컨텐츠를 가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이동장치에서 전화 콜의 개시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전화 콜에 대한 번호가 특정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전화 콜을 인터셉팅하고 상기 전화 콜을 이동장치로 리라우팅하는 단계; 및

리라우팅된 전화 콜을 기초로 이동장치에서 로컬 작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번호가 지원 콜센터에 대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화 콜은 지원 콜센터 또는 프록시 콜센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인터셉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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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번호가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제거가능한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상기 이동장치의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로컬 노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컨텐츠를 포함하는, 발생된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데이터 전송 매

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장치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에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컬식으로 저장하는 단계; 및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에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이동장치에서 콜을 인터셉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이동장치에서 입력된 전화번호, 및 상기 이동장치에서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전화 콜에 대한 요청을 검출

하는 수단;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와 상기 이동장치에 저장된 특정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수단; 및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와 저장된 특정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검출시에, 고객지원 기능을 로컬식으로 제공하도록 어플리케

이션을 런칭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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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수단은 이동장치 기반 지원 세션을 개시하기 위해 또는 고객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진 페

이지를 다운로딩하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런칭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수단은, 메세지를 다운로딩하고 상기 메세지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딩하는 수단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다운로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수단은 사용자가 실행하도록 상기 이동장치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런칭하는 수단은 상기 이동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실행가능한 모듈을 런칭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실행가능한 모듈은 특수 커맨드를 다이얼링하거나, 상기 이동장치에

설정을 변경하거나, 상기 이동장치에 패스워드 또는 잠금 코드를 저장 또는 검색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또는

원격 인터넷 서버상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설치, 구성 또는 상태 검사를 위한 새로운 소

프트웨어나 데이터를 다운로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장치의 작동에 관한 인증을 실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무선 네트워크와 상호통신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이스;

라디오;

메모리; 및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입력 디바이스, 상기 라디오, 및 상기 메모리와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

서는 사용자에 의한 휴대 장치 어플리케이션의 최초사용을 검출하고, 상기 무선 휴대 통신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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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상기 입력에 응답하여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런칭하도록 프로그래밍되고,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

신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휴대장치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

치.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일 세트의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구성 데이터 및 휴대 무

선통신 장치 설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제 1 휴대 장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 1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제 2 휴대 장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 2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1.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와 연결된 자동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 생체 판독기, 또는 매체 출력 디바이스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장치.

청구항 32.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는 분석을 위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3.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옵션의 리스트와 도움 설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4.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상기 입력을 처음 수신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입력을 재수신하여, 상기 입력에 응답하여 다시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런칭하도록 더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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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동장치의 사용자에게 어시스턴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장치에 대한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상기 이동장치 상의 활동 로그를 캡처링하는 단계; 및

다수의 표준화된 스크립트 가능 기능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표준화된 스크립트 가능 기능은 상기

이동장치의 현 컨텍스트를 기초로 상기 이동장치의 상기 사용자를 돕기 위해 상기 이동장치상에서 로컬식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텍스트 의존 서비스 기능을 생성하기 위해 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동장치의 사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이동장치로부터 상태정보 및 이동장치상의 사용자액션을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상태정보

및 사용자액션을 콜센터 에이전트 컴퓨터에 표시하고 이동장치상의 스크립트가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

신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정보 및 사용자액션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콜센터 에이전트 컴퓨터에서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장치에 새

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상기 이동장치의 기능을 변경하는 커맨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명세서

배경기술

고객 셀프 지원 콜을 다루는 현 방법은 종종 콜센터로의 콜 및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 검색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입

자가 "611" 또는 "133"과 같은 고객지원 번호로 그들의 이동장치로부터 다이얼링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고객지원 번호로 다

이얼링하면, 자동 시스템이 이 콜에 응답하여 가입자에게 옵션메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이동장치에 버튼을 누름으

로써 또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메뉴로부터 옵션을 선택한다. 가입자가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를 요청하면,

자동 시스템은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동장치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대안으로써, 포켓디

스(PocketThis)와 같은 제 3자 어플리케이션이 SMS 또는 WAP 푸시를 통하여 네트워크로부터 이동장치로 컨텐츠를 독

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점은 이동장치에 대하여 고객 셀프 지원의 현 구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시스템은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에 의존한다. 고객 셀프 지원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은 많은 양의 대역폭을 소비하고, 네트워

크를 혼잡시키고, 고객 응답시간을 늦추며, 캐리어에 대한 비용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옵션을 가진 자동 시

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콜 대기시간이 연장되고, 이동 캐리어 및 고객에 대한 콜 비용이 증가하며, 긴 콜 대기시간으로 인하

여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양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아래의 설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완전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 구체

적인 세부사항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할 것이다. 몇몇의 경우에, 본발명의 실시예의 설명에 불필요한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공지된 구조 및 기능은 도시되

지 않거나 서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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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설명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에 결부되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떤 용어들은 아래에 특히 강조될 수 있고, 임의의 엄격한 방법으로 해석될 의도의 임의의

전문용어는 본 상세한 설명 단락 내에 명백하고 특별하게 정의될 것이다.

고객 셀프 지원과 같은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장치로부터 콜을 로컬식으로 인터셉팅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가입자는 그들 각자의 이동장치의 하나 이상의 소정의 번호를 다이얼링할 수 있다. 이동장치의 소프트웨어는 이 번호가

(고객지원번호와 같은) 소정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한다. 폰은 이 번호가 다이얼링되었을 때, 콜이 통과한 후, 콜이 온

홀드인 동안, 콜을 인터셉팅할 수 있다. 이 다이얼링된 번호가 예컨대, 고객지원 번호와 상응하는 번호와 일치하면, 이동장

치는 시도된 콜을 인터럽팅하고, 이동장치상에서 가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솔루션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가

능한 솔루션의 리스트는 네트워크상에서 저장되지 않고, 이동장치 자체에 로컬식으로 저장된다. 각각의 솔루션은 수행할

가입자를 위한 단계적인 과정의 조합, 정보 및 그래픽, 폰상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변경하는 다수의 실행가능한 것, 캐리어

운반 네트워크 또는 원격 인터넷 서버상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변경하는 다수의 실행가능한 것, 또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실시예

도 1은 콜 인터셉트 방법 및 고객 셀프 지원이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이동장치(100)를 도시한다.

수신기/복조기(104)는 안테나(102)를 통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고 오리지날 전송 신호를 재구성한다. 전송된 신호는 디

코더(108), 프로세서(112), 및 램(114, Random Access Memory)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컨트롤러(106)로 전송된다. 디

코더(108)는 신호를 의미있는 데이터로 번역하고 다른 장치와 인터페이싱한다. 디코딩된 데이터는, 가입자입력부(110)와

함께, 프로세서(112)로 전송된다. 또한, 이동장치는 자동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판독기, 자성 카드

스와이프(swipe)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 등을 포함하는 프로세서(112)와 링크된 자동 데이터 수집 유닛(120)과 같은 옵션

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으로서, 이동장치는 생체 판독기(예컨대, 지문 판독기, 음성 지문인

식 기능, 등), 및/또는 매체 출력장치(예컨대, MP3 플레이어, 텔레비젼 동조기/플레이어, 등)를 포함할 수 있다(120). 또한

이동장치는 SIM(122,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112)의 출력은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메모리(116) 또는 램 메모리(118)에 저장될 수 있다.

도 2는 콜 인터셉트 방법 및 고객 셀프 지원을 구현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헨드셋 기반 서비스(200), 이동장치(100),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를 포함한다. 도 1 및 설명에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통신 또는 컴퓨팅 환경의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된다.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본 발명의 태양은 일

반용 컴퓨터, 예컨대, 이동장치, 서버 컴퓨터, 또는 개인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되는 루틴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instruction)의 일반적 문맥으로 서술된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이 다른 통신, 데이터 처리, 또는 인터넷 설비, (PDAs(개인

휴대 정보 헨드셋)를 포함한) 휴대장치, 착용 컴퓨터(wearable computer), 모든 방식의 셀룰러 또는 이동전화, 멀티프로

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램 가능 가전기기, 셋탑 박스, 네트워크 PC, 소형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

퓨터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구성과 함께 실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 "호스트", 및 "호스

트 컴퓨터", 그리고 "이동장치", 및 "헨드셋"는 본 명세서에서 일반적으로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되며, 임의의 상기 장치 및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임의의 데이터 프로세서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태양은 본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프로그래밍된, 또

는 구성된 특수용 컴퓨팅 장치 또는 데이터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태양은 태스크 또는 모듈이 근거

리통신망(LAN), 원거리통신망(WAN), 또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된 원격 처리장치에 의하여 수행되

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지역적 및 원격 메모리 저장장치에 모두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태양은 자성적 및 광학적 판독가능 컴퓨터 디스크, 하드와이어드(hard wired) 또는 미리 프로그래밍된 칩(예컨

대, EEPROM 반도체 칩), 나노테크놀로지 메모리, 생체 메모리, 또는 다른 데이터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 또는 분산될 수 있다. 실제로, 본 발명의 태양에 따라 명령어, 데이터 구조,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다른 데이터

로 구현된 컴퓨터는 인터넷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 네트워크상으로, 일정 주기의 시간으로 전송매체로 전송된 신

호(예컨대, 전자기파(s), 음파 등)로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그들은 임의의 (패킷 교환, 회선 교환, 또는 다른 스킴의) 아날

로그 또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제공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부분들이 이동장치 또는 휴대장치와 같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있지만, 동시에 본 발명의 대응부가 서버 컴퓨터에 있고, 따라서, 본 명세서에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이 서술되어

있으나, 본 발명의 태양은 네트워크상의 노드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함을 알 것이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이동장치 또는 휴

대용 장치는 서버부를 대표할 수 있고, 동시에 서버는 클라이언트부를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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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셋 기반 서비스(200)는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하드웨어 구성 및 제어, 및 헨드셋 구동 시스템 인터

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제한없이, 하드웨어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하여 영구적 및 일시적으로 연결된 이동장치 또는 관련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임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장치(100)는 (예컨대 SIM을 통한) 인증 시스템(208), 하드웨어 인터페이스(210), 보고 시스템(212),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 스크립트 플랫폼(216), 데이터(218), 스크립트(220)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는

네트워크(206), 이동 네트워크 서비스(222), 이동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고객서비스 시스템(224),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

(226), 업데이트된 스크립트(228), 보고 데이터(2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장치(100)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의

구성요소는 하기에 설명될 것이다.

이동장치(100)의 구성요소는 이동장치가 헨드셋 기반 서비스(200)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를 통합하도록 한다. 인

증 시스템(208)은 원하는 레벨의 보안성에 대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SIM 카드 기반 또는 스탠드얼론

(standalone) 인증을 구현한다.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인증은 요청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종 추천

된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210)는 네트워크 또는 폰 기반 고객지원 서비스와 인터페이싱을 위하여 요구되는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 엘리먼트를 검색한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엘리먼트의 예는 볼륨 변경, 주파수를 변경, SIM ID 검색, SIM 또는 라디

오 하드웨어로부터의 연결상태, 등을 포함한다. 보고 시스템(212)은 이동장치에 의해 네트워크(206)로 보고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보고 시스템(212)은 향상된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해 헨드셋 식별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오직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만이 헨드셋 식별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암호화될 수 있다.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는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표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서 역할한다. 특히, 스크

립트 인터페이스(214)는 스크립트(220)와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특유의 기능 및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특유의 기능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는 단일 고객지원 스크립트가 다수의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구성에 걸

쳐 적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는 하드웨어/OS 영역 및 스크립트 인터페이스 모두를 위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포함한다.

스크립트 플랫폼은(216) 정보를 획득하고, 폰상의 설정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 그리고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은 부가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콜을 혼합하고 매칭시킨다. 스크립트 플랫폼(216)은 모든 스크립트(220)를

인증, 실행, 및 업데이팅하고, 업데이트 및 변경 보고를 관리하고,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과 통신하고,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와 통신하고, 고객 조사 및 인터뷰를 관리한다.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은 USSD

(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s Data), SMS(Short Message Service), IP(Internet Protocol), 또는 이동장치

를 지원하는 임의의 다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크립트 플랫폼(216)으로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스크립트 플랫폼(216)은

인증 후에 스크립트(220)를 실행할 수 있고, 스크립트(220)는 네트워크(206)로 또는 폰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의 구성요소는 이동장치(100)가 네트워크(206)와 통신하고, 네트워크(206)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는 유·무선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네트워크 서비스(222)는 빌링

(bill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프로비져닝(provisioning), 등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시스템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 네트워크 서비스(222)는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예컨대, IP,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SMS, USSD 등)을 통해 이동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 콜을 반송할 수 있다.

또한, 이동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고객서비스 시스템(224)은 빌링, CRM, 프로비져닝 등을 포함하는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은 이동장치와 호스트 고객지원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 있다.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은 이동장치로 업데이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동장치는 전형적

으로 고유한 헨드셋 ID 또는 일련번호, 및 이동전화번호를 채용한다. 보고 데이터(230)는 이동장치로부터 수집된 보고 정

보를 위한 기억장치를 제공한다. 업데이팅된 스크립트(228)는 호스트 고객지원 시스템이 이동장치에 제공하는 스크립트

로 구성된다. 업데이팅된 스크립트(228)는 호스트 정보관리 시스템(226)에 의해 필요로 되는 바와 같이 관리되고 업데이

팅될 수 있고, 특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 그룹에 타켓팅될 수 있고, 보고 및 고객 인터뷰 조사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도 3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 및 이동장치(100)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는

콜센터 시스템(304), 장치 데이터(306), 가입자 경험 데이터(308), 프로비져닝 에이전트(310)를 포함한다. 콜센터 시스템

(304)은 고객보호 시스템(326)의 일부일 수 있고, 장치 데이터(306)는 성능관리 시스템(328)의 일부일 수 있으며, 가입자

경험 데이터(308)는 비지니스 지능 시스템(330)의 일부일 수 있다. 콜센터 시스템(304)은 가입자의 승인 요청없이 이동장

치(100)로부터 OTA(Over The Air)로 원격으로 설정을 관리할 수 있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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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304)은 이동장치(100)로부터 장치 데이터(306; 예컨대, 헨드셋 ID 및 이동전화번호) 및 가입자 경험 데이터(308;

예컨대, 고객서비스 문제의 특성)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장치 데이터(306) 및 가입자 경험 데이터(308)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또는 사용된 스탠드얼론으로 통합될 수 있다.

프로비져닝 에이전트(310)는 업데이트된 스트립트(228) 및 보고 데이터(230)와 상호작용한다. 프로비저닝 에이전트

(310)는 이동장치(100)로부터 장치 데이터(306) 및 가입자 경험 데이터(308)에 관한 보고 데이터(230)를 수집한다. 또한,

프로비저닝 에이전트(310)는 이동장치(100)로 적절한 스크립트를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가입자 문제를 수정한다. 이

동장치(100)로의 스크립트의 전송과 이동장치(100)로부터의 데이터의 수집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또는 외부적으로 호스

팅될 수 있다. 또한, 업데이팅된 스크립트(228) 및 보고 데이터(306)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

(324)에 저장될 수 있다.

이동장치(100)는 (예컨대 C++로 구현된) 렌더링 플랫폼(312), 옵션의 UI(User Interface) 서버(314), 클라이언트(316),

및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316)는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보고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기

반 서비스(204)로 보고를 전송한다. 클라이언트(316)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로부터 스크립트(320)를 수신하여 가

입자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는 단일 스크립트가 다수의 구동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성에 의하

여 실행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동장치(100)는 OS(318; Operating System), 특정 OEM(322;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및 디바이스 하드웨어(32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이동장치(100)에 대한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렌더링 플랫폼(312), UI 서버(314), 및 스크립트 프로세서(406)는 오

퍼레이터 고유 스크립트(400)를 처리하거나 그 처리에 관여한다. 오퍼레이터 고유 스크립트(400)는 선호 유저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 고유의 것들을 포함하는 빌링 정보, 요금 지불, 착신호 전환, 온라인 포토앨범

설정, 등에 속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410) 및 보고 데이터베이스(412)를 포함하는 OS 네이티

브 엔진(408)은 OS 고유 코드(402)를 사용한다. 스크립트 인터페이스(214)는 헨드셋 고유 코드(404)를 사용한다. 또한,

헨드셋 고유별 코드(404)는 SIM(414), OS(318), 특정 OEM(322), 헨드셋 하드웨어(320)에 적용될 수 있다.

도 5는 고객지원을 로컬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동장치(100)의 디스플레이(504)를 도시한다. 도 5(및 다른 스크린 디스플

레이)에, 대표적인 폰 또는 컴퓨터 디스플레이, 또는 웹 페이지가 본 명세서에 서술된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해 도시되어

있다. 이 스크린은 하나 이상의 몇 가지 옵션이 버튼, 슬라이더, 하이퍼텍스트 링크 또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다

른 주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을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 선택, 풀 다운 메뉴 또는 리스트에 채워진 항목의 형식과 같은,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는 특정 방법이 특정 도면에 관하여 도시되고 서술되

어 있으나, 당업자는 다양한 다른 대안이 채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용어 "스크린", "웹 페이지" 및 "페이지"는 본 명세서

에서 일반적으로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된다.

스크린은 디스플레이 기술(description), GUI, 또는 컴퓨터 스크린에 정보를 도시하는 다른 방법(예컨대, 커맨드, 링크, 폰

트, 색상, 레이아웃, 크기 및 상대적 위치 등)과 같이 저장될 수 있다.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아웃 및 정보 또는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네트워크상에 사이트 또는 노드를 가진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디스플레

이 기술과 같은, 네트워크상에 리소스를 식별하는 임의의 리소스 로케이터를 말한다. 본 명세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기술"은 임의의 상기 언급된 포맷 뿐만 아니라 이메일 또는 문자/코드기반 포맷, (예컨대, 벡터 발생된)

알고리즘 기반 포맷, 플래시 포맷, 또는 매트릭스 또는 비트맵 포맷과 같은 다른 포맷으로, 자동으로 컴퓨터 스크린 상에

정보를 표시하는 임의의 방법을 말한다.

가입자는 "611"과 같은 고객지원번호에 다이얼링함으로써, 스크린(502)상의 디스플레이(504)에 접근할 수 있다. 디스플

레이(504)는 일반 고객지원 질문에 응답할 가입자에게 최상위 문제 또는 질문(500)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가입자는 추가

옵션 버튼(508)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504)에서 스크롤하여 추가항목을 볼 수 있다. 가입자는 선택버튼(506)을 사용하

여 리스트로부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항목의 선택은 이동장치(100)가 지역적,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메모리(116)으

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게 한다.

도 6A는 이동장치에서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는 기본 루틴을 도시한다. 블럭 602에서, 가입자는

고객지원 콜센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611"과 같은 고객서비스 지원 번호로 다이얼링한다. 가입자의 이동장치는 다이얼링

된 번호와 이동장치에 저장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로컬식으로 판정한다(블럭 604). 번호가 일치하면, 아래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동장치는 이동장치에서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로컬식으로 인터셉팅하고 이동장치에 동작을 수행한다(블럭 608).

일 실시예로서, 이동장치는 인커밍 콜을 인터셉팅할 수 있고, 로컬식으로 저장된 컨텐츠(예컨대, 일련의 도움말 스크린)을

도시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소정의 웹페이지에 브라우저를 런칭한다.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동장치는

콜이 콜센터로 완료되도록 한다(블럭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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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는 이동장치(100)에서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는 상세한 루틴을 도시한다. 블럭 610에서,

가입자는 고객 지원 콜센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지원 번호로 다이얼링한다. 이동장치(100)는 가입자의 콜이 이

동장치에서 구동하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로컬식으로 인터셉팅되고 리디렉팅되어야 하는지 또는 리디렉팅없이 계

속되게 해야할지 판정한다(블럭 612). 이동장치(100)는 다이얼링된 번호가 테이블 내에 로컬식으로 저장된 번호와 일치하

는지 판정한다. 번호가 일치하면, 콜은 인터셉팅된다. 가입자의 콜이 리디렉팅없이 계속된다면(블럭 614), 콜센터는 추가

항목이 프로세싱될 필요가 있는지 판정한다(블럭 616). 추가항목이 프로세싱될 필요가 있다면, 콜센터는 가입자의 콜을

블럭 612로 다이렉팅하고 콜을 프로세싱하고 콜이 인터셉팅될 필요가 있는지 판정한다. 추가항목이 프로세싱될 필요가 없

으면, 가입자의 콜은 종료된다(블럭 618).

이동장치(100)가 가입자의 콜이 블럭 612에서 인터셉팅되어야 함을 판정하면, 이동장치에 메세지를 라우팅하기 위해 필

요한 접근정보와 함께, 콜은 가입자의 이동장치에서 구동하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이렉팅된다(블럭 620). 일 실

시예로서, 이동장치는 콜이 인터셉팅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를 내거나, 또는 디스플레이에 대화창을 나타낼 수 있다.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자의 콜이 인터셉팅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 메세지를 SMS 또는 USSD와 같은 네트워크 신

호처리기술을 통하여 고객지원 콜센터로 라우팅한다. 또한, 이동장치는 네트워크로부터 특정 고객 셀프 지원 데이터를 수

신할 수 있다. 블럭 622에서, 고객지원 세션은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로컬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

하여 가입자의 이동장치상에서 개시된다. 블럭 624에서, 이동장치는 하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지원문제를 로컬

식으로 어드레싱한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이동장치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 또는 스크립트를 검색하여 상기 언급된 바

와 같이, 가입자의 지원문제를 어드레싱한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콜센터는 가입자의 콜이 인터셉팅되고 콜을 적절히 다이렉팅해야 할지 판정한다. 콜센터는 가입자와

통신하기 위하여 IVRS(Interactive Voice Recognition System)를 사용할 수 있다. 콜센터가 콜이 인터셉팅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하면, 콜은 프로세싱을 위하여 콜센터를 통과하여 계속된다(블럭 614). 콜센터가 콜이 인터셉팅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면, 콜은 로컬 프로세싱을 위해 이동장치로 다시 리디렉팅된다(블럭 620).

고객지원 콜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센터로 연결되기 전에 인터셉팅될 수 있다. 또한 고객지원 콜은 콜센터와 연

결을 이룬 후에 인터셉팅되고 리디렉팅될 수 있다. 도 7은 고객지원 콜센터에 연결된 후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

는 루틴을 도시한다. 블럭 701에서, 가입자는 가입자의 이동장치로부터 고객지원 콜센터로 콜한다. 이 콜은 콜센터로 연결

되고, 이동장치는 콜이 인터셉팅되어야 할지를 판정한다(블럭 702). 이동장치가 콜이 인터셉팅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하

면, 콜은 일반 콜센터 프로세싱(블럭 704)으로 계속된다. 이동장치가 콜이 인터셉팅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면, 콜은 이동장

치로 다시 리디렉팅되거나 리라우팅되고(블럭 706), 이동장치는 가입자의 문제에 가능한 솔루션의 리스트를 도시한다(블

럭 708). 그리하여, 음성 콜은 이동장치에서 동작하기 위해 변환된다. 리라우팅은 콜백을 리라우팅하는 콜센터 소프트웨

어, 또는 장치 푸시와 함께 착신 콜로 재동작시키는 프록시 콜센터(도 14)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8A 내지 8D는 콜 인터셉트 방법 및 관련 기능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을 도시한다. 소프트웨어 루틴은 이동장치

(100)의 메모리(116)내에 저장될 수 있다. 도 8A의 블럭 800에서, 이동장치는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위한 것과 같은 입력

된 전화번호를 로컬식으로 수신한다. 이동장치는 입력된 번호가 기존 고객지원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판정한다(블럭 802).

이 판정은 이동장치에 저장된, 인식된 고객지원번호의 리스트와 입력된 번호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콜은 계속된다. 입력된 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기존번호와 일치하면, 이동장치는 이동장치

에 로컬식으로 저장된 프로세스를 위하여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한다(블럭 804). 콜이 인터셉팅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세지가 이동장치에 표시된다. 이동장치는 이동장치에 가입자 문제에 대한 가능한 솔루션의 리스트를 표시하고(블럭

806), 또한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가능한 솔루션의 선택을 위한 설명을 표시한다(블럭 808).

도 8B는 과중한 고객지원 콜 량의 가입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서브루틴을 도시한다. 가입자가 고객지원 콜센터에 콜링한

후에, 가입자의 이동장치는 고객 지원 대표자와 음성연결을 위한 대기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하고 표시할 수 있다(블럭

810). 일 실시예로서, 이동장치는 시간 계산공식에 기초하여 대기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이

동장치는 네트워크로부터 조회된 정보를 사용하여 대기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골 완료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고, 대신 이동장치상에 고객 셀프 지원 기능을 사용하도록 대기시간이 이동장치에 표시된다. 또 다른 실시예로

서, 이동장치는 대기시간을 판정하지 않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동장치는 고객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그 후에 가입자가 콜백을 위해 고객지원 콜센터에 메세지를 자동으로 보내도록

프롬프팅할 수 있다(블럭 812). 그 후에 콜백 가입자가 고객지원 콜센터에 메세지를 보내도록 선택하면, 고객지원에 대한

가입자의 요청은 콜 량이 허용될 때(블럭 820) 콜을 반송하기 위해, 콜센터에 대한 대기열에 위치된다. 이 메세지는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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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SMS, IP, 또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이 메세지는 임의의 고객관련 정보(예컨대, 전화번호, 이름, 가능질문 등)일 수 있

다. 가입자는 고객지원 콜센터에 이 메세지를 전송한 후에 통상적으로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동장치는 요청된 콜

을 추적할 수 있고, 가입자는 이동장치에서 로컬식으로 솔루션을 찾으면, 그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입자가 후에 콜백을 위해 고객지원 콜센터에 메세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이동장치는 나중에 메세지를 발송하기 위

한 옵션을 제공하고(블럭 814), 디스플레이상의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블럭 816). 가입자가 디스플레이

상의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이 콜백을 요청하는 메세지는 콜센터로 전송될 것이다.

일 실시예로서, 이동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동작을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동장치에 모든 도움말 스

크린을 완료한 후에, 이동장치는 콜을 고객관리 센터에 비대기 대기열(zero wait queue)에 위치시키고, 이동장치로부터

고객관리 대표자로 모든 키스트로크 또는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관리 대표자는 가입자가 무엇을 했

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객보호 센터로 미리 요청 메세지를 보내고, 비대기 대기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고, 고객보호 센터에 도움 티켓을 개시하는 36자리의 번호와 같은 특수번호를 수신하는 이동장치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도 8C에 계속하여, 가입자가 이동장치상의 고객지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고객지원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접근

하기 위한 서브루틴이 시작한다(블럭 822). 보안 코드가 장치상의 솔루션에 접근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면(블럭 824), 이동

장치는 장치 자체에 구현될 수 있는 선택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블럭 832). 선택된 솔루션은 단계적 과정 또는 스크린, 정보

적 그래픽,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클립, 이동장치상의 데이터에 대한 다수의 실행가능한 것, 네트워크 또는 원격 서버상의

데이터를 위한 다수의 실행가능한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장치가 선택된 솔루션에 접근 및 구현을 제공한 후에, 이

동장치는 가입자의 선택된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지역적 또는 원격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블럭 834).

블럭 824에서, 보안 코드가 선택된 솔루션에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면, 이동장치는 가입자에게 선택된 솔루션에 접근하기

위해 보안 코드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팅할 수 있다(블럭 826). 보안 코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동장치는 선택된 솔루션으

로의 접근을 거부할 것이다(블럭 830). 보안 코드가 정확하면(블럭 828), 이동장치는 선택된 솔루션으로의 접근을 제공하

고,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블럭 832). 이러한 일 예가 도 9A 및 9B에 각각 제공되어 있다.

도 8D는 이동장치상의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바꾸기 위한 서브루틴을 도시한다. 가입자가 이동장치상의 디스플레이 외

관을 바꾸는 옵션을 선택하면(블럭 836), 이동장치는 가입자에게 디스플레이의 외관(예컨대, 상표명, 세이딩 레이어, 다수

의 시간대, 이동장치의 상태, 네트워크의 상태 등)을 바꾸는 옵션을 제공한다(블럭 838). 이것은 이동장치의 사용자 구성

을 촉진시키는 일예이고, 많은 다른 예가 가능하다.

또한, 이동장치는 새로운 또는 업데이팅된 정보가 이동장치에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블럭 840). 예를 들어, 정보는

네트워크로부터 이동장치로 다운로딩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스크립트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정

보가 사용가능하면, 이동장치는 그 정보를 다운로딩하고 설치한다(블럭 842). 새로운 정보가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폰은

다이얼링된 번호를 한번 더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동장치상의 디스플레이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하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동장치의 배경화면에의 슈퍼임포징 브랜딩

(superimposing branding), 이동장치가 새로운 시간대로의 전이를 인식했을 때 두 시간대를 표시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장치는 스크린의 최상부에 걸쳐서, 예컨대, "고객관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5 분입니

다.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말 또는 보다 빠른 질문 응답을 원하시면 스크린 아래를 보십시오."와 같은 티커(ticker)를 표시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는 콜의 벨소리 또는 픽업 소리, 및 티커에 제공된 것과 같은 동일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스크립

트와 같은 오디오 피드백, 또는 오디오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콜의 실제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 유사한 오디

오 스크립트는 고객지원 콜센터로의 콜링 및 고객지원 콜센터에 의한 응답을 모방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일반 고객지원 콜의 일 예는 SIM 잠금해제 코드를 검색하는 것이다. 도 9A 및 9B는 이동장치상에 SIM 잠금해제하도록 사

용자를 돕는 적합한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 9A의 부분(900)은 SIM이 잠금상태임을 설명한다. 이동장치상의 디스플레이

(504)는 가입자가 SIM 부분(902)을 잠금해제하기 위해 코드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코드를 잊어버

린 것을 나타내면(예컨대, 스크린 부분(904)에 입력한다), 이동장치는 도 9B의 이동장치부(906)에 저장된 SIM 잠금해제

코드를 해독하기 위한 대체정보를 위해 가입자를 프롬프팅한다. 예를 들어, 대체정보는 가입자의 개의 이름에 대한 질문

(908)의 답일 수 있다. 정확한 이름의 입력은 적확한 답을 입력한 후에 "잠금해제"옵션(910)을 선택함으로써 SIM을 잠금

해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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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내지 10C는 가입자에게 자동적인 업데이트를 통신하는 그리고 네트워크 이벤트에 응답하는 이동장치 스크린 디스

플레이의 예이다. 도 10A 내지 10C에, 이동장치(100)에서 동작하는 상술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폰 상에서 자동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의 일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0A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동장치 디스플레이(504)의 윗부

분(1002)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Vector Mobile"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동장치가 한 네트워크의 경계를 가로질러 로밍

할 때, 이동장치상의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네트워크로부터 메세지를 수신한다. 이동장치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자, "MarquisCom"으로부터 등록 메세지를 수신할 때, 이동장치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음성 서비스를 위해 등록하고, 도

10B의 100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윗부분에 새로운 네트워크의 이름을 표시한다. 또한, 폰은 가입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선

호 로밍 파트너로부터 정확한 APN(Access Point Name)을 자동으로 수립하고, 가입자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611"콜에 대한 로밍을 검출할 수 있고, 서비스 문의 콜에 응답

하기 위해 가입자의 홈 콜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무료번호를 콜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또는 무선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요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도 10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동장치는 폰의 지역 시간 변경, 이동장치의 주소록/스피드

다이얼 리스트 내에 전화번호에 적절한 국가코드 추가 등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이동장치상에서 구동하는 스

크립트는 네트워크 유용성 및 상태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에러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장치 설정 및 구성을 검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장치는 가입자 활동을 캡쳐링하고 컨텍스트 의존(context sensitive) 서비스를 만들도록 조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가능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상이한 가입자 그룹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1A, 11B, 및 도 11C는

기본 고객, 높은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고객, 및 기업 고객 각각에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보여

준다. 도 11A의 예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는 본 명세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전송하면서, 고객관리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된 경험을 제어할 수 있다. 도 11A의 스크린의 상층부분(110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름 "Marie Pascal" 및 관련 전화번호가 그녀의 현 잔액, 구매한 시간(분)의 만료일, 최근 충전일, 사용된

시간(분), 사용된 메세지의 수와 함께 표시된다. 아랫부분(1104)은 시간(분)충전, 게임 또는 다른 (벨소리와 같은) 원하는

가입자 기능부에의 접근, 일련의 도움말 옵션으로 입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구매의 기회와 같은,

가입자가 수행하기 원하는 일반 기능을 제공한다.

(도 11B에 도시된) 서비스의 제 2 레벨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통합된 판매업자 지원과 함께, 프리미엄 서비스 접근을 제

공함으로써, 높은 ARPU 가입자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콜백은 고객지원 콜센터로부터 스케줄링될 수 있고, 임의의 서비

스 콜은 프리미엄 지원 그룹 또는 임의의 대기열의 헤드에 자동으로 라우팅될 수 있다. 스크린 윗부분(1106)은 사용되고

허용된 음성시간(분), SMS 메세지 및 데이터의 양(킬로바이트)을 나타내는 차트를 도시하고, 아랫부분(1108)은 프리미엄

가입자에 대한 인커밍 이벤트의 관람은 물론, 빌링 기록에의 접근, 자동으로 프리미엄 고객지원 대표자와의 대화, 관리 서

비스에의 접근과 같은 프리미엄 가입자를 위한 옵션을 도시한다.

도 11C는 기업고객이 개별화된 제공을 가지고 기업 어플리케이션 및 판매업자 지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경험

을 기업고객으로 확장한다. 기업 개별 서비스는 기업의 헬프 데스크에 통합되어 제공될 수 있다. 도 11C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윗부분(1110)은, 이 경우에서, 'Call Forwarding is ON'과 같은, 특정 기업 기능을 나타낸다. 중앙부분(1112)은 기업

가입자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음성옵션을 구성하고, 도움말 리스트 또는 제목("방법을 알려주세요")에 접근

하고, 그리고 구매할 항목/서비스의 메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아랫부분(1114)은 가입자에게 이메일, 음성메일, 및 데이

터 서비스지원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스크린의 중앙부분(1112)은 캐리어 관련되어 있고, 한편 하층부분(1114)은 기업 관

련되어 있다(예컨대, 음성메일을 구현하는 방법을 가입자에게 말하는 것).

결국, 도 11A 11C의 스크린에 도시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가입자가 고객관리 센터에 콜링할 필요가 없다. 그러

나, 가입자가 고객 센터에 콜링하면, 이동장치는 콜센터에 자동으로 관련 데이터를 전송하고, 프리미엄 콜서비스, 고급기

술지원, 또는 빌링 부서와 같은 관련 그룹에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입자가 즉각적인 응답을 인

식하도록 초반부에 음성 안내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서술된 이동장치 지원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적절한 시간에 도움말 설명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 설명

은, 때때로, 관련 주제에 대한 장황한 도움말 메뉴를 통하여 획득하도록 사용자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911"에 다이얼링할 때, 자동 설명은 유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911" 긴급 콜을 할 때, 가

입자의 이동장치는 "911"이 다이얼링되자마자 응급처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장치는 자동으로 "911" PSAP(Public

Service Answering Point)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는 폰이 카메라를 가졌음을 PSAP에 통지하고, 이동

장치는 가입자에게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과 같은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 또는 희생자의 사진 또는 라이

브 동영상을 보내도록 안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동장치는 희생자에게 적용할 적절한 응급처치를 돕기 위하여 교

육 비디오를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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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은 정보 또는 "411" 콜과 같은 다른 콜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이동장치는 411 콜을 인터셉

팅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이들 번호와 관련된 관련 정보와 함께 또는 없이) 미리 요청된 번호 리스트와 같은 옵션, 통상적

으로 또는 최근에 접속한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에 접속하는 옵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동장치(100)를 통해 사진을 찍거나 이미지를 캡쳐링하였다. 이에 응답하여, 폰은

이벤트를 캡쳐링하고, 스크립터가 컨텍스트(context) 기반 반응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하고, 도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서비스 알림을 제공하고, 그러하다면, 폰은 하나 이상의 추가 스크린을

통하여 이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 가이드는 대화형이며 컨텍스트 의존형이

다. 가입자에 의한 이러한 기능의 사용은 온 스크린 제안을 통하여 촉진되며, 교육은 사용자에게 가장 가치있는 지점에 행

해진다.

그리하여, 지역화된 고객지원을 제공하는 추가된 구성요소는 가입자의 이동장치상의 기능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를 명령하기 위해 튜토리얼 또는 가이드의 사용을 포함한다. 가입자가 그들의 이동장치상에 어플리케이

션을 처음 런칭할 때, 이동장치는 이 최초사용을 검출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동장치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또는 상황을

어드레싱하는 자동 교육 튜토리얼을 로컬식으로 런칭할 수 있다. 이 튜토리얼은 가입자를 가이드하고 일 세트의 명령을 포

함한다. 또한, 이동장치는 가입자로부터 자동으로 구성 또는 설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시간에 자동화된, 컨텍스트 의

존 튜토리얼 및 가이드를 전송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또는 부가적으로, 이동장치는 네트워크로부터 교육 튜토리얼 또는

가이드를 검색하거나, 또는 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화된 환경 민감 튜토리얼 및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어

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자동화된 교육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 튜토리얼의 결과는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 로깅될 수

있다. 또한, 단지 처음만 이 튜토리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장치는 장치 기능의 사용을 감시하고 소정의 기간

(예컨대 3 개월)이 경과한 후에 튜토리얼 기능을 초기화할 수 있다. 소정의 시간 후에, 이동장치는 가입자가 원하는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잊어버렸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다시 튜토리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도 23은 가입자 도움을 위한 컨텍스트 의존 스크린의 일 예를 도시한다. 이 컨텍스트 의존 스크린은 처음에 기능을 선택하

는 가입자에 응답하여 이동장치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이동장치에서 사진을 찍는 버튼 또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컨텍스트 의존 스크린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울 필요가 있는 단계(사진 촬영, 저장, 또는

전송)를 통하여 가입자가 첫걸음을 시작하는 초기 지도문(2302)이 있는 이 선택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504)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컨텍스트 의존 스크린은 가입자에게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특정 옵션의 리스트

(2304)일 수 있다.

그리하여, 폰은 최초사용을 인식할 수 있고, 한 어플리케이션, 기능, 서비스의 사용은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것의 교육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입자가 처음으로 이동장치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때, 대화형 교육 세션이

자동으로 최초사용을 인식하고 따라서 교육 세션을 런칭한다. 작은 교육 시나리오는 사용자를 가이드하고 구성 또는 설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피드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 가이드가 그러한 목적에 대

하여 로컬식으로 저장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용자 가이드는 로컬식으로 저장될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OTA로 네트워크로부터 분산될 수 있다. 이동장치의 지원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행위를 감시하

고 이동장치 이벤트에 기초한 사용자 가이드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런칭한다. 이러한 사용자 가이드를 자동으로 활성화

함으로써, 제공된 기존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가입자의 이해를 깊게 하고, 결과는 폰상에 로깅될 수 있고, 네트워크

로 다운로딩될 수 있고, 또는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옵션에 대한 세목은 본 출원과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동시에 출원된, PCT 출원번호 PCT/US2005/

005517, "USER INTERFACE METHODS, SUCH AS FOR CUSTOMER SELF SUPPORT ON A MOBILE DEVICE"에

서 찾을 수 있다.

도 13은 콜 인터셉팅 기능과 상호작용하는 이동장치에서 구동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시한다. 가입자는 주소지정

가능 웹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런칭하기 위해 브라우저(1300) 또는 접속 어플리케이션(1302)내의 특정항목을 선택

할 수 있다(블럭 1312). 접속 어플리케이션(1302)으로부터 고객지원 전화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장치에서 콜 인터셉트 어

플리케이션(블럭 1310)의 콜 인터셉팅 기능(블럭 1322)하에서 가입자의 이동장치에 의하여 인터셉팅되는 콜(블럭 1314

및 1316)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 다이얼링 어플리케이션(1306) 및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버튼(1308)은 콜

인터셉팅 기능(1322)에 의하여 인터셉팅될 수 있는 콜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셉터 어플리케

이션(1310)은 가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수신하고, 입력된 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하고(블럭

1318), 그러하다면, 콜을 인터셉팅할 수 있다(블럭 1324). 전화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블럭

1318), 콜은 종료(블럭 1326)에 앞서 콜센터로 보내진다(블럭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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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의 원격 동작을 도시한다. 이동장치(100)는 음성 콜을 처리하는 이동 음성 네트워크

(1406)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동 데이터 네트워크(1408)를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1401)와 상호작용한다. 이동 음성

네트워크(1406)는 일반 전화 교환망(1424; PSTN)을 통해 콜센터 시스템(1404)과 상호작용한다. 이동 데이터 네트워크

(1408)는 인터넷(1426)을 통해 콜센터 시스템(1404)과 상호작용한다. 콜센터는 자동 착신호 분배 시스템(ACD) 및 컴퓨

터 전화 인터페이스(CTI), 및 음성 자동응답(IVR) 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IVR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그 중 일부가 도시되어 있다.

프록시 콜센터 시스템(1428)은 PSTN(1424)을 통해 네트워크 메세지(예컨대, SMS, USSD 등)를 보냄으로써 이동장치 어

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은 이동장치를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메세지는 이 장치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로컬 링크 또는 원격 스크린을 포함한다. 이동장치의 원격 작동은 제1차, 제2차, 또는 프록시 콜센터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프록시 콜센터(1428)는 다른 공지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그 중 일부가 도시되어 있다.

도 15A는 대안 실시예에 따른 이동장치 기반 고객지원을 위한 콜 라우팅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다. 콜 라우팅 시스

템은 음성포함 콜 플로우(1501), 이동장치(100), 및 서버(204)를 포함한다. 가입자는 콜을 인터셉팅하는 이동장치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이동장치(블럭 1508)를 사용하여, 또는 그러한 이동장치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는

평범한 이동장치(블럭 1506)를 가지고 콜을 개시할 수 있다(블럭 1510). 이동장치가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프록시 콜센터 시스템(1428)은 네트워크 메세지를 송신함으로써 이동장치상에 셀프 지원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

화시킨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프록시 콜센터 시스템(1428)은 콜이 고객지원 콜센터로 생성된 후에 셀프지원 기능을 원격

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동장치로 임의의 필수 소프트웨어 또는 도움말 스크린을 다운로딩시킨다. 이동장치가 이동장치 어

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면, 이동장치는 입력된 전화번호가 기존 고객지원번호와 일치하는지 판정한다(블럭 1514). 입력된

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기존 고객지원 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콜은 인터럽팅없이 계속된다(블럭 1518). 입력된 번호

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기존 고객지원 번호와 일치하면, 이동장치는 콜을 인터셉팅하고 이동장치상에 이동장치 어플리케이

션으로 콜을 리디렉팅한다.

도 15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일단 콜이 개시되면(블럭 1510), 프록시 시스템(1428)을 통해 프록시 IVR(블럭 1520), 또는

콜센터(1404)를 통한 오퍼레이터 IVR(블럭 1522)을 사용하여 음성안내가 개시된다. (대안으로써, 이동장치는 로컬식으

로 저장된 오디오 파일 또는 콜센터로 콜을 모방하거나 스푸핑하는 스크립트를 가질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가입자는 가

입자의 질문이 특정 서비스 또는 기능부와 일치하면(블럭 1524), 버튼(예컨대, "X")을 누르도록 청각적으로 안내받을 것이

다. 가입자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버튼(예컨대, "X")을 누르지 않으면(블럭 1526), 콜은 IVR 라우팅 시스템을 통과하여 인

터럽팅없이 진행한다(블럭 1534). 가입자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버튼을 누르면(블럭 1526), 콜센터는 이동장치가 필요한

셀프 지원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가졌는지 판정한다(블럭 1528). 이동장치가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가졌으면(블럭

1530), 이동장치는 콜을 인터셉팅하고, 이동장치로 콜을 리디렉팅하고(블럭 1532), 적절한 음성 메세지를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장치에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자의 질문을 어드레싱하고, 문제를 로컬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 전형적이다.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이 로컬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동장치는 네트워크(204)로부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의존할 수 있고(블럭 1536), 그것에 의하여 발신자 적정 접속을 통해 장치로 데이터를 제공

한다(블럭 1538). 네트워크(204)가 이동 어플리케이션 장치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수신했을 때, 네트워크는 이동장치 어플

리케이션이 라이센스 데이터베이스(1542)로부터 데이터에 접근 라이센스가 있는지 검증한다(블럭 1540). 또한, 네트워크

(204)는 이동장치가 가능한 WAP(1544;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인지 판정한다. 이동장치가 가능한 WAP이면, 데

이터는 WA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204)로부터 이동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이동장치가 가능한 WAP가 아니면, 데이터는

SIM STK(SIM 어플리케이션 툴키트 블럭 1548)를 통한 것과 같이, 비 WAP 가능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이

동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도 15B는 도 15의 블럭 1516을 뒤이어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동장치에서 로컬식으로 고객지원을 제공하

는 4 가지 옵션을 도시한다. 제1옵션에서, 이동장치는 가입자에게 입력을 촉진한다(블럭 1550). 가입자의 질문이 특정 서

비스 또는 기능부와 상응할 때(블럭 1552), 이동장치는 가입자가 버튼(예컨대, "X")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입자가 특정 서

비스 또는 기능부에 상응하는 버튼을 선택하지 않으면(블럭 1554), 이동장치는 가입자에게 선택할 더 많은 옵션을 나타낸

다(블럭 1556). 가입자는 옵션을 선택하거나(블럭 1554), 또는 고객지원을 위한 콜을 완료할 수 있다(블럭 1558).

가입자가 특정 서비스 또는 기능부와 상응하는 버튼을 선택하거나(블럭 1554) 또는 제2옵션하에서, 사용자에게 셀프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런칭된다(블럭 1560). 제3옵션하에서,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장치 또는 서비스 환경을 검색하고,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런칭한다(블럭

1562), 동시에 제4옵션이 제1, 제2, 및 제3 옵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장치 환경은 이동장치의 현상태 및 상태의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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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를 기초로 장치에 제공된 일련의 입력과 장치에 의해 추적된 입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118)는 최근에 메모

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입력 로그는 이동장치가 최근에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그리고 폰에서 전자 어드레스/번호

의 리스트가 접근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이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친구에

게 사진을 전송하려 시도하는지 추측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지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물을 수 있다. 시스템 데이터(예컨대, 콜이 최근에 절단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른 컨텍스트 정보가 수집

될 수 있다.

도 16은 도 15의 블럭 1548을 뒤이어 네트워크 서버(204)로부터 이동장치(100)로 지원을 제공하는 루틴을 도시한다. 이

동장치(100)는 인터페이스 구동을 위한 STK 및 이동장치와 네트워크 서버(204)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다. STK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데이터요청에 응답하여 관련 지원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다(블럭 1610). 관련 지원 페

이지는 네트워크 서버(204)에 지원 페이지 데이터베이스(1612)에 저장될 수 있다. 관련 지원 페이지는 SMS, USSD,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동장치로 푸시된다(블럭 1614). 이동장치의 STK 어플리케이션 처리기(1604)는 브라우져를 이용하

여 지원 페이지를 오픈한다(블럭 1620). 또한, 부가 지원 페이지는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원격으로 검색될 수 있고(블럭

1616), STK 어플리케이션 처리기를 사용하여 오픈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서버로부터의 지원 페이지는 이동장치에

로컬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블럭 1618). 이 지원 페이지들은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또는 설명을 제공한다.

도 17A는 도 15의 블럭 1546에 뒤이어 WAP 푸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버(204)로부터 이동장치(100)로 지원을 제공

하는 루틴을 도시한다. 이동장치(100)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데이터요청에 응답하여 관련 지원페이지를 검

색하기 위해 WAP를 사용할 수 있다(블럭 1610). 관련 페이지는 네트워크 서버(204)에 지원페이지 데이터베이스(1612)

에 저장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버는 WAP 푸시를 사용하여 이동장치로 관련 지원페이지로의 링크를 푸시할 수 있다(블럭

1702). 이동장치의 WAP 브라우저(1701)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지원페이지로의 링크를 오픈할 수 있다(블럭 1620). 또

한, 지원페이지로의 부가적인 링크는 이동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원격으로 검색될 수 있고(블럭 1616), WAP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오픈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에 로컬식으로 저장된 페이지가 접근될 수 있다(블럭 1618).

도 17B는 이동장치(100)상의 SIM 카드와의 통신을 포함하는, 도 17A의 대안을 도시한다. 네트워크 서버(204)는 SMS, 또

는 USSD를 사용하는 이동장치에 관련 지원 페이지로의 링크를 푸시할 수 있다(블럭 1702). 이동장치 내에 SIM 카드는 링

크를 프로세싱하고(블럭 1706), 이동장치에 브라우저를 런칭할 수 있다(블럭 1708). 그 후, 이 프로세스는 종료되거나(블

럭 1710) 또는 추가 프로세싱(블럭 1616 1620)을 위하여, WAP 브라우저(1701)로 계속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로서, 이동장치상의 SIM/USIM이 고객서비스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18은 SIM/USIM의 콜 제어능력을 사용하여 이동장치로부터 고객 서비스 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는 루틴을

도시한다. 이 대안의 실시예는 SMS, 부가서비스 제어스트링 및/또는 다른 네트워크 및 헨드셋 기반 제어 커맨드를 통해 헨

드셋로의 지원 백을 위해 일반적으로 콜 리라우팅을 위한 콜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3GPP TS 11.14를 따르는 (또는 유사

한) SIM 또는 USIM의 고유능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헨드셋 다이얼링 프로그램의 교체없이 콜 라우팅을 가능하게 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가입자는 이동장치상에 번호를 다이얼링한다(블럭 1801). 다이얼링된 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된 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콜은 인터럽팅없이 콜센터로 계속된다(블럭 1804). 다이얼링된 번호가 이동장치에 저장

된 번호와 일치하면, 이동장치상의 SIM 카드는 SMS, 부가서비스 제어스트링, 네트워크 및 이동장치 기반 제어 커맨드 등

을 사용하여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한다(블럭 1802).

일 실시예로서, SIM 카드는 SMS를 통해 이동장치로 커맨드를 송신하여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수 있다(블럭 1810).

다른 실시예로서, SIM 카드는 USSD를 통해 이동장치로 커맨드를 송신하여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수 있다(블럭

1812). 또 다른 실시예로서, SIM 카드는 이동장치로 커맨드를 송신하여 URL로 브라우저를 런칭할 수 있다(블럭 1814).

대안의 실시예로서, SIM 카드는 SIM 기반 브라우저 또는 어플리케이션 상에 지원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블럭 1816). 또

한, 고급 SIM 능력을 가진 이동장치는 이동장치에 커맨드를 전송하여 상주한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수 있고(블럭

1818), 또는 이동장치에 커맨드를 전송하여 장치 자체에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수 있다(블럭 1820).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는 자동으로 이동장치 및 SIM 카드 상에 설정을 조회, 설정, 저장, 및 보관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또는 부가적으로, 이동장치는 사용자, 장치, 및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장치상

에서 자기진단 스크립트를 로컬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OTA로 로딩될 수 있고, 특정 지점에서 로딩될

수 있고, 또는 콜센터 에이전트 데스트탑 컴퓨터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 에이전트 또는 이동장치의 개시에 의하여, 폰 상에

자가진단 스트립트는 가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개시된다. 일 실시예로서, 이동장

치 또는 콜센터 에이전트는 스크립트를 통해, 가입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OTA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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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은 헨드셋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문

제를 수정하고 고객지원 라인으로 가입자에 의한 콜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콜을 일으키는(top call driven) 구성 문제

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프로액티브 자가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9를 참조하면, 콜센터에 의해 사용된 장치 정보 및 구성 데이터를 보여주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일 예를 도시한다. 가

입자가 콜 중인 동안, 에이전트는 그들의 데스크탑 컴퓨터로부터, 이동장치로 자가진단 커맨드를 OTA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장치는 자가진단 및 상태정보를 검색 또는 수집하고, 그것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에이전트의 컴퓨터로 반송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에이전트는 가입자와의 첫번째 콜에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고, 가입자는 번거로운 절

차를 요청받거나, 또는 지상라인으로 콜백을 요청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로 보고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는 가입자에게 이동장치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배터리를 제

거하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콜센터 에이전트의 컴퓨터에 이동장치 및 그 자신에 관한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 또는 고객서비스 디스플레이(1902)는 옵션메뉴(1912), 보고 및 히스토리 부분(1908, 예컨대,

APN 리스트, 메모리 분석, 어플리케이션 리스트 등), 이동장치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MSISDN

(Mobile Station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번호, 국제 이동국 식별번호(IMSI), 및 제조자, 펌웨어 버전, 일련

번호, 및 국제 이동 헨드셋 식별번호(IMEI)와 같은 폰 자체에 관한 상세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탭은, 선택되었을 때, 가입

자, 전화번호, SIM 등과 관련된 다른 헨드셋는 물론 헨드셋의 히스토리를 표시한다. 또한,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

템은 파일의 다양한 타입(예컨대, 사진, 오디오, 비디오), 이 파일의 위치, 파일의 전체 개수 및 크기 등을 나타내는 매체파

일 카운트(1910)를 표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는 네트워크 브라우저로부터 이동장치로 보고를 상호작용 및 커맨드를 원격으로 발행하기 위

해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 또는 콜센터 에이전트는 가입자 및

이동장치 동작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가입자에 의해 보고된 때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에

게 통지할 수 있다.

가능하게 보다 중요하게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콜센터 에이전트가 그들의 컴퓨터를 통해 이동장치에 대한 동작을 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체 디스플레이 부분(19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센터 에이전트는 콜센터 에이전트가 이동장치에

내장된 메모리로부터 이동장치에 제거가능한 메모리 카드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메모리 카드로 파일 이동"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은 가입자를 위한 지역 멀티미디어 메세징 시스템(MMS)의 개

시, 온라인 포토엘범으로 사진 이동, 가입자 오디오 분석 표시 등을 포함한다. 그밖에도, 콜센터 에이전트는 사용가능한 IP

네트워크 APN의 리스트, 메모리가 이동장치에서 현재 사용되는 방법의 분석, 현재 이동장치에서 로딩된 및/또는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트, (1910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매체 파일 타입의 카운트, 및 상술된 기능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터리의 컨텐츠 리스트에 접근하기 위하여 보고/보고 히스토리 부분(1908)에 적절한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1902)에 도시된 이동장치의 작은 이미지(2402)를 클릭함으로써, 콜센터 에이전트의 컴퓨터는 도 24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이동장치의 디스플레이의 현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동장치의 확장된 이미지를 피처링하는 팝업창(2404)를

표시한다. 콜센터 에이전트 또는 고객서비스 대표자는 팝업창(2404)내에 이동장치의 이미지와 상호작용하고, 이동장치상

의 버튼을 원격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이동장치가 터치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면, 이동장치로 터

치 스크린 커맨드를 전송한다. 이것은 콜센터 에이전트에게 자가진단 또는 구성 목적으로 이동장치의 일시적인 제어를 허

용한다.

이동장치로 원격으로 동작을 개시하는 또는 원격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 예는 도 8A 및 8B에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 사

용가능성 및 상태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스크립트 또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장치가 이동장치 자

체의 동작 감시를 수행하는 다른 예는 도 20에 도시되어 있다. 가입자의 이동장치상에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은 장치 설

정, 구성, 네트워크 사용가능성, 및 네트워크 상태를 자동으로 감시한다. 그러므로 이동장치는 2.5G 타입 네트워크로 로밍

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통지를 위해 로컬식으로 저장된 스크립트를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이벤트에 응답할 수 있다.

도 20의 예에서, 이동장치는 비디오 서비스 지역의 외부에서 로밍되었고, 그리하여 가입자는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동장치상의 스크립트가 음성통화, 문자 메세지, 및 많은 다른 낮은 대역폭의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유용

하다는 통지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동장치 스크립트는 디스플레이(502)에 설명 대화창(2004)을 표시한다. 그러한 가

입자에의 도움말 메세지는 사용자가 서비스지역 밖에서 동영상을 전송 또는 수신하려는 시도를 할 때, 지원센터로의 비싼

공개특허 10-2006-0130666

- 17 -



콜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 스크립트는 이벤트 또는 에러를 로깅하고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

은 로밍동안 이동장치를 자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부가할 수 있다. (용어 이동장치 "스크

립트" 및 "어플리케이션"은 당업자들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서 때때로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된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204) 및 이동장치(100)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이동장치로부터 데이터의 또는 메트릭스를 수집하고

요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동장치 작동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로 주기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자동으로 로깅되고 캡

쳐링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자주 접근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성능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풍부한 장치 상주 데이터 또는 메트릭스

로부터 비지니스 지능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한 이동장치 메트릭스의 수집은 수집을 위해 데이터를 정의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하여 시작된다. 모든 이동

장치 동작은 이동장치상에서 로컬식으로 로깅되고 캡쳐링되고 네트워크로 주기적으로 역제공된다. 그러한 로깅된 데이터

는 네트워크 이벤트 및 메세지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해 이동장치로 제공된 OTA 스크립트는 수집

된 메트릭스가 무엇인지 어떤 주기인지 이동장치에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는 설치된 실행가능 프로그

램 및 프로그램의 기능적 상태를 네트워크로 주기적으로(예컨대, 매달) 보고하도록 이동장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실

행가능 프로그램의 상태는 보고 시스템에 의해 호출되는 API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동장치에 저장된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 및 네트워크 데이터는 주기적인 보고를 위하여 로컬식으로 저장되고,

가입자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수집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개별 정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및 보고 툴은 주기적으로 보고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 툴은 비지니스 지능 및 데이터 웨어하

우스 또는 데이터 마이닝(mining)을 포함하기 위해 포맷된 보고를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네트워크

성능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쉽게 확대시킨다.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은 이동장치로부터 수집될 수

있는 몇몇 메트릭스의 리스트이다: 소유자 정보, 폰 설정, IMEI, 배터리 레벨, 배터리 레벨 히스토리, 충전기 연결 시간(%),

접속횟수,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설정, 신호강도, 라디오주파수, 타워 ID, 캐리어 ID, 방문자 캐리어 ID, 기지국

히스토리, 캐리어 ID 히스토리, 전화번호, 음성메일 번호, 헨드셋 ID, 카메라 가능여부, SIM ID, 음성기록 가능여부, 스크

린 해상도, 스크린 색심도, OS 버젼, 날짜 및 시간, 이메일 구성, 하드웨어 메이크/모델, 펌웨어 버전, 오디오 재생력, 언어,

메모리 및 사용된 메모리(%), 접속상태 또는 사용된 접속의 타입, 볼륨 레벨, 백라이트 온/오프, 소리 이벤트, 프로파일,

SIM 접속, 장치 전원끄기, 슬립모드, 보안설정, 키패드 잠금, 프로파일, 및 SIM 잠금. 임의의 이러한 데이터로의 접근은 스

크립트 가능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무슨 이동장치로부터 무슨 메트릭스를 수집하였는지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동작(예컨대, 시작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상태, 셀 타워 ID)을 캡처링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컨텍스

트 의존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가능 기능을 생성한다.

또한 이동장치(100)에서 콜 인터셉팅을 위한 방법은 가입자가 특별한 제공 또는 광고적 판촉이 가능한지 지역적 검증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도 21A 내지 21F는 가입자가 광고적 판촉이 가능한지 로컬식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이 방

법은 가입자가 광고적 판촉의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 고객지원에 콜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동장치는 이 콜을 인터셉

팅하고 이동장치 자체로 리디렉팅한다. 도 21A는 세 가지 다른 판촉(2102, 2104, 및 2106)에 상응하는 이동장치 디스플

레이상의 세 개의 아이콘을 보여준다. 가입자가 "NEC 338" 아이콘(2102)을 선택하면, (도 2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

플레이는 가입자가 판촉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는 링크(2110) 및 판촉의 기간 및 조건(2112)으로의 링크는 물론,

판촉(2108)에 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가입자가 자격판정 옵션(2110)을 선택하면, 도 2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장치는 가입자가 판촉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 로컬식으로 확인하거나 (2114), 또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네트워크 서버에 조회한다. (도 21D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가입자가 판촉에 대한 자격이 있다면(2116), 가입자는 판촉에 대한 결재(2118) 또는 취소(2120)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자가 판촉에 대한 결재를 선택하면, 도 21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장치는 가입자의 PIN 번호를 입력하도록(2124) 가

입자에게 프롬프팅한다(2122). 정확한 PIN 번호가 입력되면, 도 2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장치는 "예"(2130) 또는 "

아니오"(2132)를 선택함으로써, 지불옵션(2126)을 선택하도록 가입자에게 프롬프팅한다. 또한, 기간 및 조건(2128)으로

의 링크를 디스플레이상에 제공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태양은 무선서비스 제공자가 콜센터로부터 이동장치 자체로 콜 지원 기능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콜센터 활동을 감시하고, 현재 콜센터의 가장 큰 시간을 소비하는 가입자 질문을 식별할 수 있

고, 이러한 콜을 장치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동시킨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기술지원과 같은 질문, 가입자가 판촉 가

능한지에 관한 질문, 빌링 조회 등과 같은 이러한 많은 고객지원 콜이 장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고객 셀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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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및 기능은 이동장치에 로컬식으로 저장되고, 이동장치상의 초기 스크린에 도시된 링크 또는 데이터(예컨대, 빌링

정보) 등은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어,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콜센터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러한 콜을 수용하기

위한 이동장치상에 고객 셀프 지원 기능부를 업데이팅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고객 셀프 지원 기능은 이동장치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건

조기, 오븐 등과 같은 소비자 가전제품을 포함한, 임의의 원격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컴퓨팅 능력을 가진 (및/또는 인터넷

에 연결된) 임의의 이러한 가전과 함께, 그러한 장치는 로컬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고객의 컴퓨터와 같은 다른 장

치를 통해, 이전에는 고객에 의하여 접근된 콜센터 또는 웹사이트에 의하여 처리되어왔던 고객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상기

서술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의 실시예로서, 이동장치는 블루투스 또는 가전제품과 통신하기 위한 다른 무선 프로토콜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장치와 냉장고 사이에 블루투스 링크는 이동장치가 냉장고의 온도하강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게

한다. 자동 검출에 의해, 이동장치는 사용자에게 냉장고의 온도하강을 통지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로서 이동장치를 사용하

여, 사용자는 이동장치 자체에 온도 하강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를 찾아,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다운로딩하고, 특정 가전

제품에 대한 고객지원센터에 콜할 수 있다.

도 22를 참조하면, 이동장치(100)가 다수의 원격장치(2202, 2204, 및 2206)와 통신하는 대안의 실시예의 예를 도시된다.

원격장치(2202 및 2204)는 각각 블루투스 링크, IEEE 802.11, 또는 다른 근거리 무선 링크를 통하여, 이동장치(100)와

통신하는 무선 송수신기(2208)를 포함한다. 이동장치가 가입자의 옵션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선통신 포트

(2210)를 통해 원격장치(2206)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원격장치(2202)는 네트워크(206)와 유선연결

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이동장치는 가입자의 집 또는 다른 위치 내에 중앙 통신기일 수 있다. 이동장치는 원격장치로부터

통지를 수신하고, 가입자에게 설명 또는 단계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동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가입자가 명령을

송신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원격장치를 구동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무선 링크가 상술되었으나, 이동장치는 원격장치

(2202)를 제어하기 위해 네트워크(206)를 통해, 또는 WAN과 같은 더 긴 무선 링크, 위성 링크 등과 같은 다른 연결을 통

해 원격장치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각각의 원격장치는 본 명세서에 서술된 고객 셀프 지원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몇몇의 원격

장치는 충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장치는 이동장치와 통신하

여, 이동장치가 원격장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자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비자는 이동장치를 통해

가전제품으로부터 설명 스크린을 수신할 수 있고, 그 가전제품으로 명령을 제공할 수 있다.

문맥상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과 청구항에서, "포함한다", "포함하는" 등의 용어는 배타적인 개념과 반대인 포괄적

인 개념으로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은"의 의미로 해석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연결된"의 용어는 하

나 또는 두 엘리먼트 사이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엘리먼트 사이의 연결은 물리적, 논리적,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 "상기", "하기"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본 명세서에 사용되었을 때, 본 명세서의 임의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본 명세서를 언급한 것이다. 문맥상 허용되는 경우에, 단수 또는 복수를 사용한 상기 상세한

설명의 용어는 각각 복수 또는 단수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의 용어는 둘 이상의 리스트에 관하여, 리스트 내의 임의의 항

목, 리스트 내의 모든 항목, 리스트 내의 항목의 임의의 조합의 해석을 모두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은 상기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본 발명을 제한하는 의도는 아니다. 상기 서술된 본 발

명의 특정 실시예, 및 예는 설명의 목적이며, 당업자들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주의 다양한 동등한 수정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또는 블럭이 주어진 순서로 나타났으나, 대안 실시예는 다른 순서로, 단계적인 루틴을 수행하

거나, 또는 블럭을 가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 몇몇 프로세스 또는 블럭은 제거, 이동, 추가, 세분, 결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세스 또는 블럭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 또는 블럭이 일시에 직렬로 수행

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프로세스 또는 블럭은 병렬로 수행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시간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동장치는 상술되지 않은 많은 다른 로컬식으로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장치는 콜

센터에 IVR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고 이동장치의 IVR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가입자는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일련의 IVR 메뉴를 통해 네비케이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IVR 내의 일 옵션은 이동장치를 고객지원 콜센터로 콜링하

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이 시스템은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링

크는 사용자의 이동장치의 현상태에 관한 필요나 질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특정 웹페이지로의 링크이다. 이러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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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동장치가 웹브라우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웹서버로의 충분한 데이터 연결을 갖추고 있을 때, 유용하다. 그리하여, 이

동장치의 콜 인터셉팅 기능은 관련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또는 심지어 페이지가 (예컨대, 로컬식으로 저장된 컨

텐츠가 표시되기 보다), 자동으로 그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상술된 많은 실시예들이 (가입자에게 주어지기 전이든, 가입자 콜 동안이든) 이동장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채용하였지

만, 상기 언급된 스크립트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는 이동장치로 하드코딩될 수 있다(예컨대, EEPROM, PROM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술된 기능은 스크립트 또는 다른 특수 모듈 없이 구현될 수 있다.

여기에 제공된 본 발명의 설명은 상술된 시스템에 필연적이 아니며, 다른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상술된 다양한 실시예

의 엘리먼트 및 동작은 다른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동반된 파일링 페이퍼에 리스트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상기 특허, 명세서 및 다른 참조문헌은 본 명세서에 참조되어 통합

되었다. 본 발명의 태양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술된 다양한 참조문헌의 시스템, 기능, 및 개념

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 및 다른 변형은 상세한 설명의 관점 내에서 본 발명을 이룰 수 있다. 상술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구문에 아무리 상세히 나타나더라도, 본 발명은 많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지역 기반

지원시스템의 세부사항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의하여 포함되었으나, 구현의 세부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특정 특징 또는 태양을 설명할 때 사용된 특정 용어는 그 용어가 그 용어에 관한 본

발명의 임의의 특정 특성, 특징, 또는 태양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의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하기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는, 상기 상세한 설명 섹션에서 그러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본 명세서에 개시된 특정 실시

예로 본 발명을 제한하도록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제적인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 뿐만 아니라, 청구항

하에서 본 발명을 실행 또는 구현하는 모든 동등한 방법이다.

본 발명의 특정 태양이 하기의 특정 청구항에 나타나지만, 본 발명자는 몇몇 청구항에 있어서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을 고

려한다. 예를 들어, 발명의 오직 한 태양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 구현된 것으로 기술되었으나, 다른 태양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을 위한 그러한 추가적인 청구항을 추구

하기 위해 본원의 출원 후 추가적인 청구항을 추가할 권리를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콜 인터셉트 방법 및 고객 셀프 지원이 구현된 이동장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콜 인터셉트 방법 및 고객 셀프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도 2의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및 이동장치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도 1의 이동장치에 대한 아키텍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고객지원을 로컬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동장치의 디스플레이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6A는 이동장치에서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기 위한 기본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B는 이동장치에서 고객서비스 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기 위한 상세한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고객지원 콜센터에 연결된 후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기 위한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콜 인터셉트 방법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B는 과도한 콜 동안 가입자로의 콜백을 위해 고객지원 통지를 위한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C는 고객지원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접근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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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D는 이동장치상의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바꾸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이동장치에 SIM 잠금해제를 위한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0A 내지 10C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가입자의 이동장치에 로밍을 위해 자동으로 검출하고 수정하는지 도

시한다.

도 11A 내지 11C는 3가지 그룹의 가입자에 대한 3가지 레벨의 서비스를 도시한다.

도 12A 및 12B는 이벤트에 기초한 컨텍스트 의존 어시스턴스을 도시한다.

도 13은 콜 인터셉트 기능과 상호작용하는 이동장치에서 구동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4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의 원격동작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15A는 이동장치 기반 고객지원에 대한 콜 라우팅 시스템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5B는 이동장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동장치에서 로컬식으로 고객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을 도시하는 흐

름도이다.

도 16은 이동장치와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터를 통신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7A는 WAP 푸시를 사용하여 이동장치와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터를 통신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7B는 SIM 카드를 통해 이동장치와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터를 통신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SIM/USIM의 콜 제어능력을 사용하는 이동장치로부터 고객서비스지원 콜을 인터셉팅하고 리디렉팅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9는 가입자의 이동장치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수집하는 디스플레이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0은 네트워크 변화에 관하여 가입자에게 프로액티브 안내 메세지를 도시하는 이동장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다.

도 21A 내지 21F는 가입자가 광고성 판매촉진이 가능한지 이동장치에서 로컬식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22는 원격장치와 통신하는 이동장치의 대안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23은 사용자를 돕기 위한, 컨텍스트 의존 스크린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4는 가입자의 이동장치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수정하는 디스플레이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에 제공된 서두부는 편리를 위한 것으로, 본 발명 청구의 범위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면에서, 같은 참조 번호와 약자는 이해의 용이 및 편리를 위하여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엘리먼트 또는 동작을 구별

한다. 임의의 특정 엘리먼트 또는 동작의 설명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엘리먼트가 처음 소개된 도면의 번호를 참조번

호의 최상위 자리에 사용한다(예컨대, 엘리먼트(1104)는 도 11에 처음 소개되며, 도 11에 관하여 논의된다).

본 명세서의 일부분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저작권의 소유자는 특허청의 파일 또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면,

(도면을 포함한) 특허 문서 또는 특허 개시물의 임의의 사람에 의하여 팩스로 재생산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모든 다른 저작권을 보호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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