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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호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ＭＭＳ)호출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이동 호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호출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

영상(ringing image)은 사운드와 영상들/비디오들 및 선택사항적인 텍스트 정보의 조합과 표현형식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방법은, 발신측 이동국으로부터 입력 호를 수신하는 단계; 입력 호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메시지를 수

신하는 단계로서, MMS메시지는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단계; 호출영상데

이터를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는 단계;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여, 입력 호에 회답하는 사용자로

부터의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입력 호와 MMS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된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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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을 단말기들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착신국(terminating station)의 주소와 URL주소를 포함하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URL주소에 위치된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 및

이 메시지를 착신국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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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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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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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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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제1항에 있어서, 착신국은 이동국이고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메시지인

방법.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MMS메시지는 호 설정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송신되는 방법.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착신측 이동국의 주소와 URL주소는 발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 방법.

청구항 53.

제1항에 있어서, 영상데이터는 비디오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0항에 있어서, 착신음데이터는 기록된 메시지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는 발신측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고 기록된 메시지는 발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는 방법.

청구항 56.

제1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는 텍스트와 표현(presentation)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가 각각이 다른 호출영상데이터에 관련된 복수개의 URL주소들을 수신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가 URL주소들의 각각으로부터 다른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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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가 다른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MS)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1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는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에서의 위치로부터 검색되는 방법.

청구항 59.

제50항에 있어서, MMS메시지를 착신측 이동국에 송신하는 단계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착신측 이동국에 전달하기 위해 MMS메시지를 MMS게이트웨이에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50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메시지는 착신측 이동국에 푸시 메시지로서 송신되는 방법.

청구항 61.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을 단말기들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국의 주소를 포함하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주소가 제1유형의 주소라면, 제1영상데이터 및 제1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주소가 제2유형의 주소라면, 제2영상데이터 및 제2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검색된 호출영상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 및

이 메시지를 착신국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착신국은 이동국이고 검색된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메시지인 방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는 발신측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고 제1유형의 주소는 발신측 이동국이 통신을 빈

번하게 시작하는 주소인 방법.

청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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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항에 있어서, 제1호출영상데이터는 비공식 호출영상에 대응하고 제2호출영상데이터는 공식 호출영상에 대응하는 방

법.

청구항 65.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을 단말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발신국(originating station)으로부터 입력 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 호에 관련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메시지는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데

이터를 담고 있는 단계;

호출영상데이터를 착신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는 단계;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 호에 회답하는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착신국은 이동국이고 상기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메시지인 방법.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입력 호와 MMS메시지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68.

제65항에 있어서, 입력 호의 회답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을 끝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가 MMS편집기를 사용하여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호출영

상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영상데이터의 표현을 끝내는 단계는 MMS편집기를 닫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65항에 있어서, 영상데이터는 비디오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1.

제65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는 착신음데이터 및 영상데이터 둘 다를 표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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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2.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에 착신음데이터를 미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기 이전에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또는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는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대신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는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영상데이터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표현되는 방법.

청구항 74.

제72항에 있어서,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또는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

계는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72항에 있어서,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또는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

계는 사용자 프로파일 내의 정보에 기초하는 방법.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MMS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를 표현

하기 위한 표시(indication)를 사용자에게 촉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66항에 있어서, 표시가 사용자로부터 수신되지 않은 경우, MMS메시지를 다음의 표현을 위해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66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는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착신측 이동국의 프로파일에 따라 표현되는 방법.

청구항 79.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기 이전에, 상기 프로파일이 호출영상데이

터를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표현이 허락될 때까지 호출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

동국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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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0.

단말기가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착신국의 주소와 호출영상데이터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 설정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

호 설정 메시지를 교환센터에 송신하여, 착신국에 대한 호와, 호출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메시지의 착신국으로의

전송을 시작하는 단계;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여 착신국의 사용자가 호에 회답하면, 착신국의 사용자와의 호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착신국은 이동국이고 호출영상들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호출영상들인 방법.

청구항 82.

제80항에 있어서, 호의 시작과 호출영상메시지의 전송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83.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호에 대한 회답 시에 그리고 상기 착신 이동국의 사용자에 대한 호를 실행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MMS통신으로부터 음성통신으로 동시에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4.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호 설정메시지는 호출영상데이터의 다수의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호 설정 메시지를 수

신하면 상기 교환센터가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작성하는 단

계는,

상기 호출영상 요구메시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수의 상기 호출영상식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5.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호 설정 메시지를 작성하기 이전에,

호출영상을 작성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영상을 저장을 위해 원격지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원격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센터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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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7.

제85항에 있어서, 호출영상을 작성하는 단계는, 영상과 오디오 파일들을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85항에 있어서, 호출영상을 작성하는 단계는, 텍스트정보를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9.

제85항에 있어서, 호출영상을 작성하는 단계는, 표현형식을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0.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영상을 저장을 위해 상기 원격지로 전송한 후에,

상기 호출영상을 위한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및

이 식별자를 호출영상데이터의 식별자로서 단말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1.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착신국의 주소 및 URL주소를 포함하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수신하는 센터;

URL주소에 위치한,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고,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

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서버; 및

이 메시지를 착신국에 보내는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착신국은 이동국이며,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메시지

이고 센터는 MMS센터인 시스템.

청구항 93.

제91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는 텍스트 정보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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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항에 있어서,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것에 응답하여, 착신측 이동국에 대한 호를 수립하는 이동교환

센터(MSC)를 더 포함하며,

호는, MMS메시지를 착신측 이동국에 보내는 단계와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수립되는 시스템.

청구항 95.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국(station)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기기; 및

메모리기기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로서,

발신국으로부터 입력 호를 수신하며;

입력 호에 관련되며,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수신하며;

호출영상데이터를 착신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며; 그리고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 호에 회답하는 표시를 수신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동작하는 프로세

서를 포함하는 국.

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발신 및 착신 국들은 이동국들이고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MS) 메시지인 국.

청구항 97.

제96항에 있어서, 입력 호와 MMS메시지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되는 국.

청구항 98.

제9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들은 이동전화기들인 국.

청구항 99.

제95항에 있어서, 프로세서는 입력 호의 회답과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을 끝내는 프로그램으로써

추가로 동작하는 국.

청구항 100.

제95항에 있어서, 호출영상데이터는 텍스트정보를 더 포함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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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1.

호들에 대한 호출영상들 제공하기 위한 국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기기; 및

메모리기기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로서,

착신국의 주소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 설정 메시지를 작성하며;

호 설정 메시지를 교환센터에 송신하여, 착신국에 대한 호와, 호출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호출영상메시지의 착신국으로의

전송을 시작하며; 그리고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여 착신국의 사용자가 호에 회답하면, 착신국의 사용자와의 호를 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국.

청구항 102.

제101항에 있어서, 착신국들은 이동국이며, 교환센터는 이동교환센터이고 호출영상들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MS) 호출영상들인 국.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호의 시작은, 호 설정 정보를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여 착신측 이동국에 대한 호를 수립

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

청구항 104.

제101항에 있어서, 호의 시작과 호출영상메시지의 전송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국.

청구항 105.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에 착신음데이터를 미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기 이전에 상기 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또는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는 상기 메시지에 들어 있는 착신음데이터 대신 미리 저장된 착신음데이터를 표현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체로 무선통신시스템들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이동 호들에 대한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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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년에 걸친 셀 전화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셀 전화기 제조업체들이 각 세대의 새로운 셀 전화기들과 함께 새롭

고 개선된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호 대기(call waiting), 발신자ID, 3자간 통화(three-way

calling), 착신전환(call forwarding), 및 음성 다이얼링과 같은 신규 서비스들은 새로운 세대의 셀 전화기들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인터넷의 인기와 사용자들이 용이하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성장에 관해 새로

운 영역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인터넷이 보급됨으로써, 셀 전화기와 같은 무선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

려는 요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입수가능한 많은 셀 전화기들과 그 밖의 무선기기들은 무선기

기들이 인터넷의 하이퍼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종종 "마이크로브라우저"라 함)를 장

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많은 무선기기들은 마이크로브라우저를 장비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브라우저의 결여

는 그러한 기기들이 인터넷의 하이퍼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한다.

많은 이러한 무선기기들에서 이용가능한 단문메시지서비스("SMS")라고 알려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무선기기들에

는 제한된 인터넷 접근이 제공되고 있다. SMS는 어떤 무선기기들의 사용자들이 제한된 길이(예컨대, 160 문자까지)의 문

자숫자(alphanumeric) 메시지들을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게 한다. SMS는 페이징과 비슷하지만, SMS는 메시지가 송신될

때 무선기기가 동작 중이고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무선기기가 비동작상태이거나 범위 밖에 있다면, 일

반적으로 무선기기가 동작상태로 복귀하거나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기간까지 SMS메시지는 보류된다.

SMS기반 인터넷접근은 무선기기로부터 서버에 의해 서비스되는 소정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하나 이상의 "키워드"메시

지들을 제출함으로써 수행된다. 서버는 "키워드"에 기초한 정보를 포함하는 SMS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SMS메시지를 요청

하는 무선기기에 다시 전달한다.이 유형의 접근의 일 예는 주식 호가(stock quote)에 관한 요구일 수 있다. 무선 사용자는

주식 심볼에 뒤따르는 키워드 "QUOTE"를 입력할 것이다. 서버는 그 SMS메시지를 수신하고 키워드를 복호화할 것이고

무선기기에 의해 요구되는 알맞은 정보를 얻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일단 호가 가격(quote value)이 결정되었다면, 서버는

해당 호가 정보를 담고 있는 SMS메시지를 작성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무선기기에 보낸다.

무선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다른 표준들에 기초하여 동작한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은 IS-95 및 CDMA-2000 표준

에 기초한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을 사용한다. 코드분할다중접근("CDMA")은 다른 코드들을 갖는 개별 호 신호들을 유포함

으로써 전송용의 공통 주파수/시간채널을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사회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으로 알려진 시스템을 이용한다. GSM은 시분할다중접근("TDMA") 및 주파수분할

다중접근("FDMA") 표준에 기초한다. CDMA와는 달리, 각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 또는 주파수 슬롯

이 주어진다. CDMA 2000과 GSM 시스템들 둘 다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분리된 채널들을 이용한다. 이러한 채널들은

필요하다면 더 높은 용량의 처리율(throughput)을 위해 혼합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채널들은 통화채널들 또는 제어채널들

일 수 있다.

SMS메시징서비스는 전형적으로는 GSM동작환경의 자립형 전용 제어채널(Standalone Dedicated Control Channel,

"SDCCH")에서 반송된다. SDCCH채널은 통화채널들("TCH들")에 무관하게 동작한다. 그러므로, 셀 전화기들의 사용자들

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TCH들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SMS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다.

SMS텍스트 메시징서비스는 세계적으로 한 달에 거의 15조의 문자기반 메시지들을 다룬다. 이 대단한 인기로, 이전의 대

중적인 SMS를 향상시키는 새롭고 혁명적인 메시지 송신 방식이 개발되었다.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는 텍스

트, 그래픽, 사진영상, 오디오 및 비디오 클립들까지도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무선응용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이용하고 EDGE(Enhanced Data rate for GSM Evolution) 및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와 같은 새로운 고속전송기술들로 강화된 이동기기들 간에 전송할 수 있다. MMS는 최근 기술의 소도구기계류에

추가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동 음성통화mobile voice calls)와 같이 무선기기사용자들이 현재 가장

친숙한 이동통신의 영역들에 MMS를 통합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동 호들(mobile calls)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호출영상들(ringing images)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에 의해 전술한 문제들은 해결되고 이 기술분야에서 기술적인 진보가 달성되었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영상은 사

운드 및 영상들/비디오와 문자정보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동 호들에 대한 MMS 호출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은, URL주소와 착신측(terminating) 이동국의 주소를

포함하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URL주소에 위치된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ring tone)데이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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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징서비스(MMS)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 및 MMS메시지를 착신측 이동국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MMS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호 설정

(call setup)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송신된다.

이동 호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서비스(MMS) 호출영상들을 제공하는 이동단말기용 방법을 지향하는 대체 실시예에

서, 예시적인 방법은, 발신측(originating) 이동국으로부터 입력 호(incoming call)를 수신하는 단계; 입력 호에 관련된

MMS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MMS메시지는 영상데이터 및 착신음데이터를 구비한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단

계; 호출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는 단계;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호에 회답하는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방법은, 착신측 이동국의 주소와 호출영상데이터의 식별자를 구비한 호 설정메시지를 작

성하는 단계; 호 설정메시지를 이동교환국에 송신하여 착신측 이동국에 대해 호를 시작하고 호출영상데이터를 포함한 호

출영상메시지를 착신측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 및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에 응답하는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에 의한

호의 회답 하에, 착신측 이동국의 사용자와 통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및 추가의 양태들은 다음 설명 중에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다음의 각종 실시예들의 설명에서, 실시예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 도면들이 참조되고, 도면들에는 발명이 실용화될 수 있

게 하는 각종 실시예들이 도시되어 보여진다.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고 구조적 및 기능적 변형들이 본 발명의 범위

로부터 벗어남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이제 도면들을 참조하면, 유사한 참조번호들이 유사한 부분들을 참조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들이

호출영상 호들을 행하는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보인 것처럼, 발신측 이동국(100)과 착신

측 이동국(130)은 GSM, EDGE 또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와 같은 이동통신네트워크

와 통신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동국들(100/130)은 이동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들("PDA들") 등과 같은 이동

핸드셋들, 또는 무선 음성 및 데이터 능력을 갖는 랩톱과 같은 휴대형 컴퓨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발신

측 이동국(100)의 사용자가 착신측 이동국(130)의 사용자에게 호를 하기 원할 때, 그 또는 그녀는 이동국(100)에 명령하

여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를 기지국시스템(BSS; 104)을 통해 이동교환국(MSC; 106)에 송신하여, 호출영상 메시

지(122)를 호의 수립에 관련된 착신측 이동국(130)에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나중에 상세히 논의될 것처럼, 호출영상 메시

지(122)는 발신측 이동국(100)으로부터 호에 관련된 착신측 이동국(130)의 사용자에게 표현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또는

호출영상데이터(예컨대, 사운드와 텍스트를 갖는 영상들/비디오의 조합 및 선택사항적인(optional) 표현형식)이다. 착신측

이동국(130)의 사용자는 호에 회답함으로써(예컨대, 착신측 이동국(130)상의 소정의 키를 누름으로써) 호출영상데이터의

표현을 중단할 수 있다.

호 수립을 초기화하기 위해 발신측 이동국(100)에 의해 발생된 예시적인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가 도 2a에 도시되

어 있다. 거기에 보인 것처럼, 메시지(102)는 착신측 이동국(103)의 주소를 위한 필드(202)를 구비한 헤더(201a)와, 발신

측 이동국(100)의 호출영상 식별자 및 주소를 위한 필드들(204, 206)을 각각 구비한 몸부(201b)를 포함한다. 필드들(202

및 206)에 있는 착신측 및 발신측 이동국들의 주소들은 MSISDN들일 수 있으나 이것들에 한정되도록 의도되진 않았다. 또

한, 필드(204)의 호출영상 식별자는 URL 또는 URI일 수 있고, URL 또는 URI는 본 발명에서는 서로 동등하고 여기서는 총

괄하여 간단히 URL이라고 해도 좋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영상 식별자는 발신측 이동국(100)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출영상 식별자는 발신측 이동

국(100)에 저장된 복수개의 호출영상 식별자들로부터 발신측 이동국(100)의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의 부분으로서 전송될 수 있다. 이후에 상세히 설명될 것처럼, 이동국(100)에 저장된 각 호출영상 식별자

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센터(MMSC, 110) 내에 저장된 호출영상들의 집합 중의 하나의 호출영상에 대응한다. 각 발

신측 이동국(100)(또는 그것의 각 사용자)는 바람직하게는 MMSC(100) 내에 저장된 호출영상들의 집합을 가진다. 이 집

합은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구매하거나 호출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때에 저장되고 이동국(100)(또는 그 사용자)에 링

크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는 초기에 제공된 집합에 대해 호출영상들을 변형, 추가 또는 제거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호출영상 식별자를 선택하는 대신, 이동국(100) 또는 MMSC(110)와 같은 네트워크의 실체

(entity)더라도 충족된 소정의 규준(criteria)에 기초하여 식별자를 선택해도 좋다. 예를 들어, 빈번하게 다이얼링되는 번호

의 사용자 선택은 개인용 오디오메시지를 갖는 사용자의 사진과 같은 비공식 호출영상에 대응하는 호출영상 식별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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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선택되게 한다. 반면에, 드물게 다이얼링되는 번호의 사용자 선택은 회사의 로고 및 그것의 착신음과 같은 공식 호

출영상에 대응하는 식별자를 선택하게 한다.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 호출영상 식별자의 선택은 발신측 이동국(100)의 번

호에 기초할 수 있고 회사 특유(예컨대, 모든 호들에 대한 노키아 호출영상은 노키아 종업원들에 의해 만들어짐) 또는 오프

레이터 특유(특히 오퍼레이터들이 이동국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장들에서)의 것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의 수신 하에, MSC(106)는 그 속에 들어 있는 발신측 이동국 주소를 이용하

여, 예컨대, 도 1에 보인 홈위치레지스터(HLR; 142) 또는 방문자위치레지스터(VLR; 152)일 것인 가입 레코드 노드로부터

그 주소에 대응하는 가입자 데이터레코드(144, 154)를 검색한다. 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LR은 주소, 계

정상태, 선호, 가입 등을 포함한 관련 사용자 정보를 유지하는 이동네트워크 용 영구가입자정보의 주 데이터베이스이다.

마찬가지로, VLR은 가입자들의 홈 시스템에 의해 커버되는 유효범위(coverage)영역 밖에 있는 가입자들로부터의 호 요

구들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 사용자 정보를 유지한다. 발신측 이동국(100)이 호출영상 특징(feature)에 가입하면, 가입자레

코드(144, 154)는 바람직하게는 가입을 표시하는 플래그(146, 156)를 담을 것이다. 어느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이러한

가입자레코드의 수신 하에, MSC(106)는 착신측 이동국(130)에 호를 수립할 것이고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센터

(MMSC, 110)에 전송하기 위한 호출영상 요구메시지(107)를 작성하기도 할 것이다.

도 2b는 예시적인 호출영상 요구메시지(107)를 도시한다. 보인 바와 같이, 메시지(107)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센터

(MMSC; 110)의 주소를 위한 필드(210)를 구비한 헤더(208a)와, 착신측 이동국의 번호, 호출영상 식별자 및 발신측 이동

국의 번호를 위한 필드들(220, 222, 224)을 구비한 몸부(208b)를 포함한다. 요구메시지(107)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들을

MMSC가 수신하는 다른 MMS관련 메시지들로부터 구별할 때 MMSC(110)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호출영상 요구플래그

(미도시)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일단 호출영상 요구메시지(107)가 MSC(106)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

스센터 게이트웨이("G-MMSC"; 108)를 통해 MMSC(110)에 전송된다. MMSC(110)는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요구의 처

리를 위해 메시지서버(112)에 중계한다. 이에 관해, 도 1에 보인 것처럼, 메시지서버(112)는 단말기 데이터베이스(114)

및 멀티미디어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 둘 다에 바람직하게 결합된다. 단말기 데이터베이스(114)는 호출영상 서비스에

가입된 이동국들의 목록을 저장하고, 각 이동국에 대해, 그 이동국을 위한 하나 이상의 호출영상들로 된 집합에 대응하는

식별자를 담고 있다. 멀티미디어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는 각 이동국의 호출영상들의 집합을 저장한다.

일 실시예에서, MMSC(110)로부터의 호출영상 요구메시지(107)의 수신 하에, 메시지서버(112)는 멀티미디어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로부터 호출영상을 검색할 때 사용하기 위해 호출영상 식별자 및 발신측 이동국(100)의 번호를 필드들

(222 및 224)로부터 각각 추출한다. 특히, 메시지서버(112)는 발신측 이동국(100)의 번호를 사용하여, 단말기 데이터베이

스(114)로부터 그 이동국을 위한 호출영상 집합 식별자를 결정한다. 그 후 서버(112)는 집합 식별자를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로부터 발신측 이동국(100)의 호출영상집합에 접근한다. 최종적으로, 서버(112)는 요구메시

지들(102)로부터 추출된 호출영상 식별자를 이용하여 호출영상집합으로부터 착신측 이동국(130)에 송신하려는 특정 호

출영상을 검색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호출영상은 사운드 및 영상들/비디오과 텍스트의 조합과 함께 이러한 멀티

미디어를 사용자에게 표현하기 위한 형식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구비할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발신측 이동국(100)의

집합 식별자는 도 1에 보인 인터넷(118)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에서, 원격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20)와 그 속에 저장된

호출영상집합들이 제3자에 의해 유지 보수되는 위치를 포인트할 것이고, 이 위치로부터 메시지서버(112)는 호출영상들을

검색할 수 있다.

일단 호출영상데이터가 적당한 라이브러리(115, 120)로부터 검색되었다면, 메시지서버(112)는 착신측 이동국(130)에 전

달하기 위해 호출영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MMS호출영상 메시지(122)를 발생한다. 도 2c에 보인 것처럼, 예의 호출영상 메

시지(122)는 착신측 이동국의 주소, 호출영상 플래그 및 발신측 이동국의 주소를 위한 필드들(260, 262, 264)을 구비한

헤더(252a)를 포함한다. 또 호출영상 메시지(122)는 표현형식, 영상들/비디오들, 오디오 및 텍스트와 같은 호출영상데이

터를 위한 필드들(270, 272, 276, 278)을 구비한 몸부(252b)를 포함한다.

일단 호출영상 메시지(122)가 메시지서버(122)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

비스센터 게이트웨이("G-MMSC"; 124), 이동교환센터("MSC"; 126) 및 기지국 시스템("BSS"; 128)을 경유하여 착신측

이동국(13)에 전송된다. 일 실시예에서, 호 설정 정보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통해 호출영상 메시지(122)와는 거의 동시에

송신되고, 따라서, 착신측 이동국(130)에 의해 거의 동시에 수신된다. 착신측 이동국(130)은 호 설정 정보(예컨대, 발신측

이동국(100)에 의해 제기된 호에 상응하는 페이지 메시지) 및 호출영상 메시지를 양 메시지들에 들어 있는 호출영상플래

그들에 의해 호출영상 호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각각이 발신측 이동국(100)의 MSISDN에 의해 서로 링크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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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영상 메시지(122)의 수신 하에, 착신측 이동국(130)은 호출영상데이터를 사용자

에게 표현한다. 사용자로부터 호출영상 메시지(122)와 연결된 입력 호에 회답하는 표시(소정의 키를 누름)를 수신한 후,

착신측 이동국(130)은 거의 동시에 호출영상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호를 행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도 3은 도 1에 보인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동국의 블록도이다. 도 3에 보인 이동국은 발신측 이동국

(100)과 착신측 이동국(130)이 될 수 있다. 이동국(100/130)은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이(300), 복수개의 키들(310), 스

피커(350), 마이크로폰(355), 카메라(360) 및 안테나(375)를 포함한다. 이동국(100/130) 또한 바람직하게는 하이퍼텍스

트 미디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보기 위한 웹브라우저(370)와 MMS서비스 메시지들을 작성, 표시 및 편집하기 위한

MMS편집기(380)를 구비한다.

도 3에 추가로 보인 것처럼, 이동국(100/130) 역시 중앙처리부("CPU"; 320)와 메모리(330) 및 가입자식별모듈("SIM";

240)을 구비한다. 메모리(330)와 SIM(340)은 MSC(106)에의 전송을 위해 호출영상 호 설정메시지들(102)을 발생하는 것

과 메시지서버(112)로부터 링크된 입력 호들과 함께 수신된 호출영상 메시지들(122)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 본 발명에

따른 각종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MMS호출영상 응용(application)(390)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또는 데이터를 위한 저장

부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호출영상 응용(390)은 MMSC(110)에 저장된 호출영상집합에 부가하기 위해 사용자

가 호출영상들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호출영상들은, 예컨대, 인터넷(118)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로부터 웹브라

우저(130)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된 데이터파일들 그리고/또는 입력키들(310), 마이크로폰(355) 및 카메라(360) 중의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이동국(100/130)에 의해 국부적으로 생성된 데이터파일들로부터 작성될 수 있다.

도 4는 도 1에 보인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MMS메시지서버(112)의 블록도이다. 도 4에 보인 것처럼,

메시지서버(112)는 각종 시스템 구성요소들에 시스템버스(415)에 의해 상호접속된 프로세서(400) 및 메모리(410)를 포

함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MMSC(110)로부터 MMSC링크(425)를 경유하여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들(107)을 수

신하고 MMSC링크(425)를 경유하여 MMSC(110)에 호출영상 메시지들(122)을 송신하기 위한 MMSC인터페이스(420)를

구비한다. 도 4에 보인 실시예에서, 또 메시지서버는 호출영상데이터의 검색 시에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114) 및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를 구비하여, 도 7에 관련하여 나중에 상세히 설명될 것처럼, 착신측 이동국(130)에의

전송을 위한 호출영상 메시지들(122)을 발생한다. 메시지서버(112)는 제3자들로부터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고

속 백본을 경유하여 인터넷(118)에 연결된 인터넷인터페이스(430)를 더 포함한다.

도 5는 발신측 이동국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를 생성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

하는 흐름도이다. 단계 504에서,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가 작성된다. 단계 506~510에서, 메시지(102)의 헤더

(201a)는 착신측 이동국(130)의 MSISDN에 의해 점유되고 몸부(201b)는 소망의 호출영상의 URL/URI 및 발신측 이동국

의 MSISDN에 의해 점유된다. 일 실시예에서, 발신측 이동국(100)의 사용자는 착신측 이동국(130)의 MSISDN과 호출영

상의 URL/URI을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에 부가하는 것이 단계 506 및 508에서 각각 촉구한다. 단계 512에서,

MMS 호출영상 응용(390)은 MSISDN과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URL/URI가 이용가능한 형식인지를 판단한다. 어느 것도

이용가능한 형식이 아니라면, 단계 514에서, MSISDN 및/또는 URL/URI를 정정하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가 사용자로부터

요구된다. MSISDN과 URL/URI 둘 다가 사용가능한 형식이라면, 단계 516에서,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는 MSC

(106)에 송신된다. 호 설정 정보(예컨대, 페이지메시지)와 MMSC(110)에 의해 전송된 호출영상 메시지(122)의 수신에 응

답하여, 착신측 이동국(130)의 사용자가 호 설정 메시지(102)에 대응하는 호에 회답하였다면, 단계 518에서, 발신측 이동

국(100)의 사용자는 착신측 이동국(130)의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의 전송을 시작하는 발신측 이동국(100)의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각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들 또는 스크린샷들의 예시적인 선택사항들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6a의 화면

(6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측 이동국(100)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전자 전화번호부는 착신측 이동국(130)에 각각 관련

된 하나 이상의 엔트리들을 담고 있다. MMS 호출영상이 어떤 엔트리에 대해 활성화되었다면,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

(102)는 그 엔트리에 대한 스크롤링과 그에 따른 강조 및 "호(call)" 버튼의 누름에 의해 전달되기 시작한다. 호출영상이 그

엔트리에 대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호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호 설정 메시지가 어떠한 호출영상 식별자도 없이 전

송된다.

화면(610)상의 "선택사항"버튼을 누르면 스크린(620)은 강조된 전화번호부 엔트리를 마주보는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열거한다. "세부사항"을 스크롤하고 "선택"버튼을 누르면 스크린(630)은 강조된 전화번호부 엔트리에 관련된 세

부사항을 보여준다. 이 전화번호부 엔트리에 관련한 다른 정보 외에도, 이러한 세부사항은 MMS 호출영상이 활성화되었는

지의 표시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활성화된다면, 화면(610)에서 이 전화번호부 엔트리에 대한 스크롤링과 "

호"버튼의 누름은 호출영상 호 설정 메시지(102)가 MSC(106)로 전송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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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620)으로 돌아가서, "MMS 호출영상"에 스크롤하고 "선택"버튼을 누르면 화면(640)은 강조된 전화번호부 엔트리에

대해 현재 이용가능한 호출영상들을 보여준다. 화면(640)으로부터, 사용자는 호출영상들 중의 하나에 스크롤할 수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그것을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하나보다 많은 호출영상

이 활성화를 위해 선택될 수도 있다.

화면(640)상의 "추가"버튼을 누르면, 스크린(650)은 발신측 이동국(100)의 MMS 호출영상(ringing images, RI) 라이브러

리를 표시하고 전화번호 엔트리에 관련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호출영상들을 열거한다. 라이브러리의 호출영상들 중의

하나로 스크롤하고 화면(650)상의 "선택"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호출영상은 특정 전화번호 엔트리에 관해 화면(640)상에

표시되는 호출영상들의 리스트에 추가된다. 또한, 사용자는 다른 호출영상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호출영상을 스크롤하고 "

제거"버튼을 누름으로써 하나 이상의 호출영상들을 라이브러리로부터 제거하여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화면(650)에서 "작성"버튼을 누르면, 화면(660)은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약간의 선택사항들을 호출영상을

작성하는 처리 중에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사항들은 오디오, 영상들/비디오, 텍스트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파일들의 브라

우징 및 선택, 발신측 이동국(100)의 입력키들(310)을 이용한 텍스트의 추가, 및 호출영상에의 이름 지정을 포함할 수 있

다. 호출영상의 작성 하에, 발신측 이동국(100)은 이동국(100)의 호출영상집합에 추가하기 위해 그것을 MMSC(110)에 전

송하고, MMSC(110)으로부터 호출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URL/URI를 수신한다. 그 후 이동국(100)은, 도 6b에 보인 것

처럼,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이름(672) 및 MMSC(110)로부터 수신된 URL/URI(674)를 포함하는 호출영상에 관한 레코드

(670)를 작성한다. 그런 다음, 새로 추가된 호출영상의 이름은 스크린(650)이 표시될 때마다 호출영상 라이브러리에 나타

난다. 그 후 MMSC(110)에 호출영상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발신측 이동국(100)은 이 데이터를 메모리(330)로부터 삭제

하여 발신측 이동국의 자원을 보존한다.

도 7은 MMS 메시지서버(112)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MMS 호출영상 메시지(122)를 생성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

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계 702에서, 메시지서버(112)는 MSC(106)로부터 MMSC(110)를 경유하여 호출영상 요구메시지(107)를 수신한다. 단

계 704에서, 서버(112)는 메시지(107)로부터의 호출영상 식별자(222)와 함께 착신측 및 발신측 이동국들의 MSISDN들

(220, 224)을 추출한다. 단계 706에서, 서버(112)는 착신측 이동국(130)의 MSISDN에 주소지정되는 호출영상 메시지

(122)를 작성한다. 단계 708에서, 서버(112)는 메시지(122)에 포함할 호출영상데이터를 검색한다. 특히,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서버(112)는 발신측 이동국(100)의 MSISDN을 이용하여 그 국을 위한 호출영상집합 식별자를 단말기 데이터베이

스(114)로부터 검색한다. 그 후 서버(112)는 데이터베이스(114)로부터 검색된 호출영상집합 식별자를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 호출영상 라이브러리(116)로부터 호출영상들의 대응 집합에 접근하고 그 집합으로부터, 요구 메시지(107)로부터 추출

된 호출영상식별자에 대응하는 호출영상데이터를 선택한다.

단계 710에서, 메시지서버(112)는 호출영상데이터를 호출영상 메시지(122)에 추가한다. 메시지(122)의 필드(262)에는

그 메시지를 본 발명에 따라 호출영상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로 식별할 때 착신측 이동국(130)을 돕는 호출영상 플

래그가 포함되기도 한다. 단계 712에서, 메시지서버(112)는 메시지(122)를 발신측 이동국(100)으로부터의 입중계 이동

호와 링크할 때 착신측 이동국(130)에 의한 사용을 위해 호출영상 메시지(122)에 발신측 이동국(100)의 MSISDN을 추가

한다. 단계 714에서, 메시지서버(112)는 호출영상 메시지(122)를 이동통신네트워크의 G-MMSC(124), MSC(126) 및

BSS(128)를 통해 착신측 이동국(130)에 송신한다.

도 8은 착신측 이동국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MMS호출영상 메시지(122)를 수신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단계 802에서, 착신측 이동국(130)은 호 설정 정보(예컨대, 발신측 이동국 주소 또는 MSISDN와 같은 발신자(caller) 정보

를 담고 있는 페이지메시지)와 호출영상 메시지(122)를 BSS(128)로부터 수신한다. 호출영상 메시지(122)는 이 메시지의

필드(262)에 있는 호출영상 플래그에 의해 다른 유형들의 MMS 메시지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호 설정 정보는, 페이지

메시지 및 호출영상 메시지(122) 둘 다의 발신측 이동국 주소와 함께 입력 호를 호출영상 메시지(122)와 링크시키는데 사

용될 수 있는 유사한 플래그를 구비할 수도 있다.

단계 804에서, 편집기(380)가 열리고, 단계 806에서 착신음데이터 및 영상데이터를 구비한 호출영상데이터는 사용자에게

표현하기 위해 호출영상 메시지(122)로부터 추출된다. 단계 808에서, 사용자가 호출영상 메시지(122)로부터 추출된 착신

음데이터를 이동국(130)에 표현하는 것을 수락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행해진다. 사용자에게 촉구하여 응답을 수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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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또는 단말기(130)에 저장된 사용자의 수락이 도출될 사용자 프로파일에 접근함으로써 수락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파일은 호출영상 메시지(122)에 들어 있는 착신음 대신에 이동국(130)에 미리 저장된 착신음의 이용을 제안할

수 있다. 다르게는, 프로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호출영상데이터는 사용자의 이동국(130)에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착신음이 수락되지 않는다면, 단계 810에서, 이동국(130)의 미리 저장된 착신음들 중의 하나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단계

812에서, 호출영상은 이동국(130)의 사용자에게 적당한 착신음(즉, 호출영상 메시지(122)로부터 추출된 착신음 또는 미

리 저장된 착신음)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나타내어진다.

단계 814에서, 호출영상 메시지(122)에 관련된 입력 호에 사용자가 회답하였는지에 관해 판단된다. 사용자가 그 호에 회

답하지 않았다면, 호출영상 메시지(122)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표현을 위해 착신측 이동국(130)의 메모리(330)에 저장

된다. 호출영상이 수신된 때 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이동국(130)의 프로파일이 되어 있는 경우 호출영

상(122)은 나중의 표현을 위해 저장되어도 좋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호에 회답한다면, 단계 818에서, MMS 미디어 편집

기(38)는 호의 회답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닫힌다.

본 발명의 많은 특징들과 이점들은 상세한 출원서로부터 명확할 것이고, 따라서, 첨부의 청구범위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

위 내에 드는 본 발명의 모든 그러한 특징들 및 이점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

게다가, 다수의 변형들 및 개조들이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쉽사리 생각이 날 것이므로, 본 발명은 여기에서 도시되

고 설명된 적확한 구성 및 동작으로 한정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따라서, 복원 가능한 모든 적당한 변형들 및 동등물들은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들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를 참조한 것은 제한보다는

예시하기 위한 의도였고 본 발명은 다른 유사한 메시징 서비스들에 적용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이 호출영상 호들을 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을 도시

하는 블록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예시적인 호출영상 호 설정메시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예시적인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예시적인 호출영상 메시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도 1에 보인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동국의 블록도.

도 4는 도 1에 보인 예시적인 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MMS메시지서버의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발신측 이동국이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하

는 흐름도.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MMS 호출영상 요구메시지를 초기화하는 발신측 이동국의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예

시적인 선택사항들의 각종 스크린샷들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6b는 도 3에 보인 예시적인 이동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MMS호출영상용의 레코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MMS메시지서버가 MMS호출영상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

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착신측 이동국이 MMS 호출영상 메시지를 수신하게 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하

는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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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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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

등록특허 10-0718655

- 20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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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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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718655

- 23 -



도면8

등록특허 10-0718655

- 2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12
 발명의 상세한 설명 13
 도면의 간단한 설명 18
  실시예 18
도면 18
 도면1 19
 도면2a 19
 도면2b 20
 도면2c 20
 도면3 20
 도면4 21
 도면5 21
 도면6a 22
 도면6b 22
 도면7 23
 도면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