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Q 7/2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20일

10-0696142

2007년03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4-0074998 (65) 공개번호 10-2006-0026170

(22) 출원일자 2004년09월20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09월20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류혜훈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4-30 201호

(74) 대리인 권혁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42279 A *

JP11098249 A

KR1019990015555 A *

KR1019980044282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동엽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에스엠에스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장치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SMS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이미 발송한 SMS 메시지

의 발신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된 메시지지의 임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

시지 보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기 수신된 발신 메시지에 대한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이 수신될 시,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시, 메시지 센터

로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원하지 않는 메시지 발신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수신 메시지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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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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통신 단말의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에 있어서,

기 수신된 발신 메시지에 대한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이 수신될 시,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시, 메시지 센터로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수

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메

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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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신 메시지가 기 확인된 메시지일 시, 상

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메시지 보관 방

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삭제한 후, 상기 메시지 센터로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 수행 완료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19.

수신받은 메시지의 임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의 동작 중 발생하는 상태 정보 및 메시지 전송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메시지 전송 메뉴 선택에 따라, 발신 메시지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신 메시지 임의 삭제 방지 명령을

수행하는 제어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상기 메시지 전송 메뉴를 선택하고, 선택된 키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에 제공하는 키패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 성공 응답을 메시지 센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

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된 메시지를 삭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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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의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메시지를 열어본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

청구항 24.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이 발신 취소 메뉴의 선택에 따라 기 전송한 발신 메시지에 대한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

수신 단말이 상기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을 수신하고,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수신 메

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시, 메시지 센터로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수신 메시지 삭

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메시지 센터가 상기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을 수신하고, 해당 메시지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발

신 메시지가 아직 수신 단말에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일시, 메모리에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센터는 해당 발신 메시지가 이미 상기 수신 단말에 전송된 메시지일시, 상기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을 상기 수신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

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말은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신 메시지가 기 확인

된 메시지일 시,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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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SMS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이미 발송한 SMS 메시지

의 발신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된 메시지지의 임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

시지 보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전화 방식은 시스템 용량, 혼신, 양호한 음질, 데이타 서비스 제공의 융통성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CDMA 방식의 이동전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여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은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DMA 방식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는 고유의 데이타 전송이 가능한 성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및 단말기에 쉽

게 구현된다. SMS는 양방향 무선호출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문자수신, 음성사서함 알림, 문자전송 등이

가능하여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있다.

SMS는 기본적으로 IS-95-A상의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Data Burst Message)를 이용하여 시스템과 단말기가 송수신하

게 되며, 이의 메시지 길이는 시스템 구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수신은 150 bytes 내

외이며 발신은 100 bytes정도로 한정되어있다.

SMS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무선호출의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전화 시스템의 음성사서함 알림,

간단한 메시지 송수신, 일방적인 단방향 통신 개념을 이용한 생활정보서비스 그리고 연속적인 메시지 송수신을 이용한 주

문형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관련 S/W가 부가되어야 하고, 시스템 측

면에서는 기존의 망에 SMS를 처리할 수 있는 망 요소인 메시지 센터(Message Center: MC)를 추가하고 관련 망 프로토

콜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은 TIA/EIA/ IS-637에 정의하고 있으며 보완된 내용은 TSB 79에 정의되어있다. S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단말기상의 단축키(대개 편지봉투 모양)를 이용하거나 특정 메뉴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SMS는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라서 전송확인이 가능한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서비스와 일방적인 방송개념의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서비스로 구분된다.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서비스는 특정 단말기로 전송

결과의 확인을 요구하므로 확실한 정보전송 방법으로 양방향 무선호출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구현된다.

반면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서비스는 시스템에서 전달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송수단으

로 기존의 단방향 무선호출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서비스는 시스템에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요구하므로 단말기가 수신 불가능 지역에

있거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메시지 수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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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메시지는 메시지 센터(Message Center)에 저장되어 있다가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수신 가능한 조건이 되면 메시

지 센터(Message Center)에서 단말기로 전송하게 되므로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는 저장했다가 전송(Store

and Forward)하는 방식이 되어 실시간 전송이 보장되지 못한다.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은 일반적으로 IS-95-A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형태

로 단방향 무선호출과 거의 유사하다. 이것은 단말기로 하여금 메시지가 전송되는 슬롯(Slot)을 가르쳐준 다음 해당 타임

슬롯(Time Slot)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생활정보서비스이며 해당 시간에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개개의 단말기로 재전송을 하지 않

는다. 만약 사용자의 단말기가 통화중일 때는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로 전송한다.

도 1a 는 종래기술에 의한 이동 통신 단말의 메시지 수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SMS에서 메시지 수신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속하며 음성사서함 저장 사실과 간단한 메시지 수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메시지 수신은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전송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정확하게 전송되어야 메시지 센터(Message

Center)에서는 특정 메시지에 대한 전송동작을 완료한다.

도 1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MS 수신을 위하여 사용자가 메시지 송수신 단축키를 누르면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가 표

시된다.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는 이동 통신 단말의 초기화면에서도 선택 가능하다. 사용자는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

에서 메시지 수신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지 수신서비스는 음성사서함 알림과 메시지 수신으로 크게 구분된다. 단말기는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완료 보고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데 전파환경, 단말기 또는 기지국 장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복메시지

가 수신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SMS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수신완료 응답메시지가 없을 경우 다시 전송하여 발생한다.

중복메시지는 심할 경우 20회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단말기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최근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SMS는 프로토콜 자체에서 콜 백 넘버(Call Back Number) 기능 즉, 원하는 전화번호를 남겼을 때 단말기에서 바로 전화

를 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사서함에 음성을 저장한 다음 콜 백 넘버(Call Back Number)를 남길

경우 수신측 단말기는 바로 통화(SEND)키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호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다.

도 1b 는 종래기술에 의한 이동 통신 단말의 메시지 발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메시지 발신은 단말기에서 다른 이동전화 단말기, 무선호출 단말기, E-메일 등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도 1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MS 발신을 위하여 사용자가 메시지 송수신 단축키를 누르면 SMS 메시

지 송수신 메뉴가 표시된다.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는 이동 통신 단말의 초기화면에서도 선택 가능하다. 이때 메시지 발

신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전송메시지는 영문 및 한글이 가능하며 전송시 언어(language)를 구

분하여 전송한다.

만약 영문처리를 하는 단말기가 한글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문자가 다른 코드로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인식할 수 없게 된

다. 단말기에 따라서 영문단말기가 한글을 수신한 경우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말기는 편집된 메시지에 따라서 언어

구분을 하여 메시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도 2 는 종래기술에 의한 메시지 발신에 따른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MS 메시지 발신은 발신단말기(10)에서 SMS 메시지를 1차적으로 CDMA 망의 메시지 센터

(Message Center)(12)로 전송한다. 메시지 센터(MC)(12)는 전술한 바와 같이 SMS 메시지 송수신을 담당하는 기지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 센터(MC)(12)에서는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SMS 메시지 수신 성공을 나타내는 응답 메

시지를 발신단말기(10)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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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SMS 메시지를 수신한 메시지 센터(MC)(12)는 수신 단말기(11) 측의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SMS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즉, 메시지 센터(MC)(12)는 수신 단말기(11) 측이 수신 불가능인 경우는 SMS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대기하며, 수신 단말기(11)가 수신 가능 조건이 되면 수신단말기(11)로 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 1a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 단말기는 SMS 수신에 성공하였다는 응답을 메시지 센터(MC)

(12)에 보낸다. SMS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는 수신단말기(11)의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종래기술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SMS 메시지 발신을 위하여 발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SMS 메시지 발신을 취소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SMS 메시지를 발신한 경우와 같이 SMS 메시지 발신 취소를 요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메시지 발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메시지 발신을 방지하고,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

게 임의로 수신 메시지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기 수신된 발신 메시지에 대한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이 수신될 시,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시, 메시지 센터

로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신 메시지가 기 확인된 메시지일 시,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 불가능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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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삭제한 후, 상기 메시지 센터로 발신 메

시지 취소 명령 수행 완료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의 동작 중 발생하는 상태 정보 및 메시지

전송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메시지 전송 메뉴 선택에 따라, 발신 메시지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 수신 메시지 임의 삭제 방지 명령을 수행하는 제어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상기 메시지 전송 메뉴를 선

택하고, 선택된 키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에 제공하는 키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 성공 응답을 메

시지 센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의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 설

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메시지를 열어본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 센터에 발신 메시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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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내려진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셀룰라 전화기(cellular phone), 개인휴대통신 전화기(PCS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복합무선단말기(PDA : Personal Data Assistant), IMT2000(international mobile

communication-2000) 단말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하 설명은 상기 예들의 일반적인 구성을 가지고 설명할 것

이다.

상기 도 3 을 참조하면, 제어부(MPU : Micro-processor Unit)(100)는 상기 이동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

를 들어,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하고, 통상적인 기능에 더하여 본 발명에 따라 발신 메시지

취소 명령 및 수신 메시지 삭제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어부(100)의 처리 및 제

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롬(ROM : Read Only Memory)(102)은 상기 제어부(100)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이크로 코드와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한다. 롬(ROM : Read Only Memory)(102)은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전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보

관할 수 있다.

램(RAM : Random Access memory)(104)은 상기 제어부(100)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로. 휘발성 메모리이며

각종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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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 롬(flash ROM)(106)은 비 휘발성 메모리로서, 전화번호부(phone book)와 같은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

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플래쉬 롬(flash ROM)(106)은 본 발명에 따른 SMS 메시지를

저장하고, 제어부(100)로부터 전달된 메시지 삭제 명령에 따라 보관중인 메시지를 삭제한다.

키패드(key pad)(108)는 0 ～ 9의 숫자 키들과, 메뉴(menu), 취소(지움), 확인, 통화(TALK), 종료(END), 인터넷접속, 네

비게이션키들(상/하/좌/우) 등 다수의 기능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

(100)로 제공한다.

특히, 상기 4개의 네비게이션키들은 각각 특정 메뉴 아이템(예 : 메시지관리(←), 전화번호부(→), 최상위 메뉴 목록(↑), 뮤

직박스(↓))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단축키로 사용되고 있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단말기는 최상위 메뉴 목록

으로 진입하기 위한 키를 두 개(메뉴키, 네비게이션키) 구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부(110)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상태 정보, 제한된 숫자의 문자들, 다량의 동영상 및 정

지영상 등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100)는 칼라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를 사

용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00)에 연결된 코덱(CODEC : Coder-Decoder)(112)과, 상기 코덱(112)에 접속된 스피커(116) 및 마이크

(114)는 전화 통화 및 음성 녹음에 사용되는 음성 입출력 블록이다. 상기 코덱(112)은 상기 제어부(100)에서 제공되는

PCM 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116)를 통해 송출하고, 상기 마이크(114)를 통해 수신되는 음

성신호를 PCM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100)로 제공한다.

또한, RF부(Radio Frequency unit)(120)는 안테나(118)를 통해 수신되는 라디오주파수 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저대

역처리부(122)로 제공하고, 상기 기저대역처리부(122)로부터의 기저대역신호를 주파수 상승시켜 상기 안테나(118)를 통

해 송신한다. 상기 기저대역처리부(122)는 상기 RF부(120)와 상기 제어부(100) 사이에 송수신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처리

한다.

예를 들어,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및 확산(spread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신인 경

우 수신신호를 역확산(despreading) 및 채널복호(channel decod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기저대역처리부(122)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채널들(호출채널, 트래픽 채널 등)을 복조하거나 기지국

으로 송신되는 각종 채널들(억세스 채널, 트래픽 채널 등)을 생성하기 위한 블록이다.

도 4a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메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잘못 전송한 경우 사용자가 SMS 발신 취소를 위하여 메시지 송수신 단축키를 누르

면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가 이동 통신 단말의 화면에 표시된다.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는 이동 통신 단말의 초기화면

에서도 선택 가능하다.

사용자는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에서 2. 메시지 발신을 선택한 다음, 4. 발신 메시지 취소를 선택한다. 발신 메시지 취소

는 상대방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이거나, 혹은 메시지 전송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모두 이용가능하다.

한편, 경우에 따라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에게 전송된 SMS 메시지가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사용자는 자신에게 전송된 모든 SMS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 4b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전송된 모든 SMS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자신에게 전송된 SMS 메시지의 임의 삭제

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도 4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전송된 모든 SMS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 경

우, 사용자는 수신 메시지 임의 삭제 거부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가 메시지 송수신 단축키를 누르면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가 이동 통신 단말의 화면에 표시된다.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는 이동 통신 단말의 초기화면에서도 선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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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에서 1. 메시지 수신을 선택한 다음 4. 수신 메시지 보관을 선택한다. 4. 수신 메시지 보

관은 자신에게 전송된 메시지의 임의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에게 전송된 모든

SMS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SMS 메시지 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5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과정은 통상적인 메시지 발신에 따른 메시지 처리 과정과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즉,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MS 메시지 발신은 발신 단말(200)에서 메시지를 1차적으로 CDMA 망의 메시지 센터

(MC)(220)로 전송한다. 메시지 센터(MC)(220)는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SMS 메시지 수신 성공을 나타내는 응답 메시

지를 발신 단말(200)에 전송한다.

발신 단말(200)로부터 SMS 메시지를 수신한 메시지 센터(MC)(220)는 수신 단말(210) 측의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SMS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즉, 메시지 센터(MC)(220)는 수신 단말(210) 측이 수신 불가능인 경우는 SMS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대기하며, 수신 단말(210)이 수신 가능 조건이 되면 수신 단말(210)로 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 단말(210)은 SMS 메시지 수신에 성공하였다는 응답을 메시지 센터(MC)(220)에 보낸다.

SMS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는 수신단말(210)의 SMS 메시지 송수신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SMS 메시지 전송 후 SMS 발신 메시지를 취소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도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신 단말

(200)에서 발신 취소 메뉴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발신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발신 단말(200)은 발신 취소 명령을 메시지

센터(MC)(22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발신 취소 명령에는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발

신취소를 지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예를 들어, 상기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

시지의 발신자 번호, 수신자 번호, 발신 시간 정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메시지 센터(MC)(220)는 상기 발신 취소 명령이 수신될 시, 상기 명령 내의 메시지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메시지가

센터(220) 내에 보관중인지 혹은 이미 수신 단말(210)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 상태에 따른 발신 취소 동

작을 수행한다. SMS 발신 메시지가 아직 수신 단말(210)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는 보관중인 SMS 메시지를 삭제한다. 만

일, SMS 발신 메시지가 수신 단말(210)에 전송된 경우는 메시지 센터(MC)(220)는 SMS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 단말

(210)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수신 단말(210)로 전송되는 발신 취소 명령에도 상기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식

별하기 위한 정보와 발신취소를 지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SMS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한 수신 단말(210)은 상기 발신 취소 명령 내의 메시지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메시지가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하고(S120),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발신 취소 명령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즉,

수신 단말(210)은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상기 발신 취소 명령에 따라 SMS 수신 메시

지를 삭제한다. SMS 수신 메시지를 삭제한 수신 단말(210)은 발신 취소를 완수하였다는 응답을 메시지 센터(MC)(220)에

전송하여 발신 단말(200)에서 SMS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수신 단말(210)에 SMS 수신 메시지의 임의 삭제를 방지하는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수신 단말(210)은 메시지 센터(MC)(220)에 SMS 메시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한다. 이는 사용자가 수신된 메

시지의 임의 삭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만일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열어서 확인한 이후에는 SMS 메시

지 취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SMS 수신 메시지를 열어본 경우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한 수신 단말(210)은 메

시지 센터(MC)(220)에 SMS 메시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한다.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발신 단말기(200)에서 SMS 메시지를 발신하면(S100), SMS 발신 메시지는 메시지 센터(MC)에 전송되고, SMS 메시지를

수신한 메시지 센터(MC)는 수신 단말 측의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SMS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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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시지 센터(MC)는 수신 단말 측이 수신 불가능인 경우는 SMS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대기하며, 수신 단말이 수신

가능 조건이 되면 수신 단말로 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 단말은 SMS 메시지 수신에 성공하

였다는 응답을 메시지 센터(MC)에 보냄으로써 정상적인 SMS 메시지 수신을 완료한다(S110).

한편, 메시지 전송 후 발신 메시지를 취소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발신 단말에서 발신 취소 메뉴를 선

택한다. 사용자가 발신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발신 단말은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명령을 메시지 센터(MC)로 전송한다. 여

기서, 상기 발신 취소 명령에는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발신취소를 지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예를 들어, 상기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발신자 번호, 수신자

번호, 발신 시간 정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한 상기 메시지 센터(MC)는 상기 명령 내

의 메시지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메시지가 센터 내에 보관중인지 혹은 이미 수신 단말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현재 상태에 따른 발신 취소 동작을 수행한다. 발신 메시지가 아직 수신 단말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는 보관중인 SMS

메시지를 삭제한다. 메시지 센터(MC)는 보관중인 SMS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삭제되면, SMS 메시지 삭제 완료를 나타내

는 응답을 발신 단말에 전송한다.

만일, SMS 발신 메시지가 이미 수신 단말에 전송된 경우는 메시지 센터(MC)는 SMS 메시지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 단말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수신 단말로 전송되는 발신 취소 명령에도 상기 발신을 취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

보와 발신취소를 지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한 수신 단말은 상기 발신 취소 명령 내

의 메시지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메시지가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하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취

소 명령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S120).

즉, 수신 단말은 사용자가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 선

택 여부에 따라 상기 취소 명령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S130).

이에 따라, 수신 단말이 SMS 수신 메시지의 임의 삭제를 방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 단말은 메시지 센터

(MC)에 SMS 메시지 발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한다(S150).

한편,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만일 사용자가 이미 SMS 메시지를 열어서 확인한 경우에는 SMS

메시지 발신 취소는 불가능하게 된다(S140).

따라서,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열어서 확인한 이후에 발신 단말로부터 발신 취소 명령을 수신한 수신 단말은 메시지 센

터(MC)에 SMS 메시지의 발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전송한다(S150).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SMS 수신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단말은 발

신 단말로부터 전송된 발신 취소 명령에 따라 수신된 SMS 메시지를 삭제한다(S160).

수신 SMS 메시지를 삭제한 수신 단말은 발신 취소 명령를 실행하였다는 메시지를 메시지 센터(MC)에 전송하여 발신 단

말에서 SMS 메시지의 발신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S170).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SMS 메시지 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

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 발신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수

신 메시지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는 종래기술에 의한 이동 통신 단말의 메시지 수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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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 는 종래기술에 의한 이동 통신 단말의 메시지 발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 는 종래기술에 의한 메시지 발신에 따른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a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4b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수신 메시지 보관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한 SMS 메시지 발신 취소 및 수신 메시지 보관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

도면1a

도면1b

등록특허 10-06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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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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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등록특허 10-06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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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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