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9991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L 12/6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99916

2004년12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3-0032051

(22) 출원일자 2003년05월20일

(71) 출원인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72) 발명자 김형섭

경기도용인시수지읍풍덕천리삼성1차106동705호

이상연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샛별라이프아파트109-802

최우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2동한마음아파트103-2604

(74) 대리인 김성남

이세진

심사청구 : 있음

(54) ＳＩＰ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통신 단말

요약

본 발명은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통신 단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은,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

신 단말을 통해 발신 시도시 착신 단말로 전송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입자별로 지정하여 두고, 발신 가입자의 발신 

시도시 상기 이미지가 착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하는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발신 가입자가 착신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서버와; 상기 발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 정

보를 저장하고,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판단하

여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 상기 이미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

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SIP 서버, 이미지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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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망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을 나타낸 개략 구성도,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

도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

도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IP 망 11, 13 : 게이트웨이

12 : PLMN 14 : PSTN

20 : 셀룰러 폰 30 : 유선 단말기

40 : IP 터미널 50 : PDA

60 : 개인용 컴퓨터 100 : SIP 서버

200 : 이미지 서버 300 : 통신 단말

310 : 이미지 저장부 320 : 메시지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SIP 기

반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서 발신자가 지정한 이미지를 호 설정시에 착신자의 화면을 통해 보여지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향후 SIP를 이용한 유,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에서는 현재와는 달리 자유로운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해지고, 특

히 발신자가 착신자에게로 호를 시도함에 따른 호 설정 과정에서 발신자가 지정한 이미지를 착신자의 단말에 표시되

도록 하는 서비스는 많은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널리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SIP를 이용한 IP 기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환경에서 통화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제안되지 않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SIP 기반의 유,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 발신자가 지정한 이미지를 호 설정시에 착신자의 화면을 통해 보여지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 가입자가 



공개특허 10-2004-0099916

- 3 -

착신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서버와; 상기 발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

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판

단하여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 상기 이미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

신 단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비하며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 및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를 구비한 통신

단말과; 상기 단말로부터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

를 확인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가 착신 단말

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에서, 발신자가 착신자의 화면에 표시되기를 원하는 이미지의 전달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은 발신자가 호 발신시에 이미지를 첨부하여 호를 시도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망 서버 내에 발신자가 지

정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발신자로부터 호가 시도되면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를 착신자 단말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해당 단말에 표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지 화상 또는 그림 등의 포맷을 가리킨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하고 있는 도면에 의거한 이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먼저,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망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은 PLMN망(12), PSTN망(14) 등과 게이트웨이(11)(13)를 

통해 접속되는 IP 망(10)을 기반으로 하며, 본 발명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위한 SIP 서버(100) 및 이미지 서버(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통신 단말로는 셀룰러 폰(20), 유선 단말기(30), IP 터미널(40), PDA(50), 개인용 컴퓨터(60) 등 

IP 망(10)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선 및 무선 단말을 포함하며, 상기 통신 단말들은 이미

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하고, SIP 서버를 통해 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

이 탑재되어야 한다.

상기 SIP 서버(100)는, SIP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이용하는 단말간에 VoIP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호 설정을 수행하며, 텍스트 기반의 응용 계층 제어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서버이다.

상기 SIP 프로토콜은, 개인 대 개인(Peer-To-Peer)간 신호 처리용 프로토콜로서, 전자우편주소 형태를 이용하여 클

라이언트를 식별하고, 클라이언트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SIP 주소를 사용하되 서로 다른 장

소의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서 위치를 등록, 수정, 삭제 및 검색하는 이동성을 가지고서 지원하며, 기타 요청 메시지의 

포크(Fork) 기능과 세션 연결 기능, 요청 메시지의 거부나 사용중인 세션 중단 기능을 수행하고, 하위 수송 프로토콜(

TCP, UDP, ATM, X.25)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프로토콜이다.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호가 시도됨에 따라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INVITE)를 수신하고, 상기 

호를 시도한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가입자가 착신 단말에 표시하기 위해 설정한 이미지를 포함

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여 준다.

이때, 이미지 서버(200)는 상기와 같이 발신 가입자가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SIP 서버(100)로부터 이

미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상기 가입자가 설정한 이미지 정보를 상기 SIP 서버(10

0)로 전송하거나, 상기 수신한 메시지에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메시지를 포함시켜 상기 SIP 서버(100)로 포

워딩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이미지 서버(200)로부터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착신 단말로 전송하거나, 상기 이미지 서버(200)에서 생성한 이미지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를 다시

착신 단말로 전송하므로써 상기 착신 단말에 상기 이미지 정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이미지 서버(200)는 가입자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때, 발신 가입자가 

발신 시도시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기 발신 가입자의 통신 단말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SIP 서버(100)로 전송하며,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식별자

파라미터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서버(200)로 요청하여 다수의 이미지 중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착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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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이미지 서버(200)는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해 착신 번호별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이미지 서버(200)로 이미지 정보를 요청할 때 발신 번호와 착신 번호를 함께 전송하여

야 한다. 상기 이미지 서버(200)는 상기 발신 번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다수의 이미지 정보 중 상기 착신 번호에 해

당하는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므로써 착신 번호별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통신 단말은 발신 시도시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때, 상기 통신 단말은 상기 이미지 표시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

청 메 시지를 SIP 서버(100)로 전송하고,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파라미터에 따라 호 설정을 수행한다.

한편, 일반적인 SIP 시그널링 메시지는 UD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지만, 상기 이미지의 전송은 그 크기를 고려하여

UDP 프로토콜 대신 TC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단말에 그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SIP 서버

(100) 또는 이미지 서버(200)는 착신 단말로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과금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이미지 서버(200)에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여 두고 호 설정시 상기 이미지 서버(200)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 단말에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데, 이를 도2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을 나타낸 개략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300)은 발신 가입자가 착신 단말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310)와, 상기 발신 가입자가 호를 시도하면 상기 이미지 저장부(310)에 저장

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3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이미지 저장부(3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때 상기 발신 가입자는 호 시도

시 상기 다수의 이미지 정보 중 어느 하 나를 선택하여 호를 발신하고, 상기 메시지 생성부(320)는 해당 이미지 정보

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통신 단말(300)은 발신 가입자가 호 시도시 이미지의 전송 여부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메시지 생성부(320)는 상기 호 시도시 입력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의 생성시 이미지 정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실시예로서 상기와 같은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 중 이미지 파일은 SIP 시그널링의 바디(Body) 부분에 포함되며

, 이때의 Content-Type은 multipart/mixed에 boundary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SDP(Session Description Pr

otocol)메시지와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SIP 시그널링 메시지 중 세션 설정 INVITE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INVITE sip:0112931002@sktims.net; transport=tcp SIP/2.0

Via: SIP/2.0/TCP 150.22.12.38:5060

From: '1003' <sip:0112931003@sktims.net>;tag=3394823717

To: sip:0112931002@sktims.net

CSeq: 1 INVITE

Max-Forwards: 69

Call-ID:  4253515354@150.22.12.38

Contact: <sip:150.22.12.38>

Accept: application/sdp

RPID-Privacy: privacy=off;party=calling



공개특허 10-2004-0099916

- 5 -

Content-Type: multipart/mixed; boundary='simple boundary'

Content-Length: 8026

--simple boundary

Content-Type: application/sdp

Content-Length: 151

v=0

o=- 13026 32687 IN IP4 150.22.12.38

s=-

c=IN IP4 150.22.12.38

t=0 0

m=audio 10524 RTP/AVP 4

a=fmtp:4 maxptime=300

m=video 64792 RTP/AVP 34

--simple boundary

Content-Type: image/jpeg

Content-Length: 7708

### 이미지 파일 ###

--simple boundary

상기 메시지를 설명하면, 기존의 SIP 메시지는 전송 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로서 UDP를 이용하지만, 본 명세

서에서와 같이 이미지를 첨부하여 보내는 경우에는 TCP가 이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SIP 메시지의 바디 부분

에 포함되는 Content 및 Type을 설명하는 'Content-Type' 헤더에 multipart/mixed라고 표시된 부분은 상기 메시지

가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때 각 파트는 'Simple boundary'로 구분된다는 것을 표시되어 있다.

상기 'Simple boundary' 이하 부분은, SIP 메시지의 바디 부분에 해당되며, 세션정보가 포함되는 SDP(Session Desc

ription Protocol) 정보와, SIP 메시지에 포함될 이미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션 설정

시에 사용되는 SIP 메시지 규칙이 적용되며, 상기와 같이 하여 호 설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착신 단말에 호 착신 신호

또는 링이 울릴 때 발신자가 첨부한 이미지가 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메시지는 일 실시예로서 각 상

황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 통신 단말(300)의 이미지 저장부(310)는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상기 메시지 생성

부(320)는 호 시도된 착신 번호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생성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는 도1에 도시된 SIP 서버(100)로 전송되며,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가 착신 단말로 전달되도

록 한다.

다음,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로서, 발신 단말과 이미

지 서버와 SIP 서버 및 착신 단말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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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은 먼저, 발신 가입자가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

신 단말을 이용하여 발신을 시도함에 따라 상기 단말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INVITE)를 SIP

서버(100)로 전송하면(S101),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발신 단말 가입자의 서비

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S102).

이때, 상기 발신 단말 가입자는 자신의 통신 단말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여부를 결정하여 호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SIP 서버(100)는 이미지 서버(200)로 발신 가입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요

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가 포함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한다(S103).

이때, 이미지 서버(200)에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한 다수의 이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발신 단말로부

터 전송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에는 상기 다수의 이미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이미지 요청 메시지의 전송시 상기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이미지 서버(200)에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한 다수의 착신 번 호별 이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SIP 서버(100)는 상기 이미지 요청 메시지의 전송시 상기 발신을 시도한 착신 번호 정보를 이미지 서버(200)로 

전송하여 해당 이미지를 요청한다.

다음, 상기와 같은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이미지 서버(200)는 상기 수신한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근거로 하여 

해당 발신 가입자의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며(S104), 상기 수신한 메시지에 상기 조회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메

시지를 생성하고(S105) 첨부한 이미지 포함 INVITE 메시지를 상기 SIP 서버(100)로 포워딩한다(S106).

상기 SIP 서버(100)는 초기 발신 단말로부터 전송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에 상기와 같이 이미지 서버(200)와의 메

시지 송수신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가 포함된 INVITE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달하며(S107),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 단말의 표시창에는 상기 이미지가 표시됨과 아울러 링신호가 출력된다.

상기와 같이, 착신 단말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가 전송됨에 따라, 상기 착신 단말로부터 SIP 서버(100)를 통해 발신

단말로 상대방 단말의 링이 울리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SIP 프로토콜에서는 '180 RINGING' 메시지라 함)가 전달

되며(S108), 상기 착신 단말이 상기 발신에 대해 응답하면 상태 코드를 포함하는 메시지(SIP 프로토콜에서는 '200 O

K'메시지라 함)가 발신 단말로 전달된다(S109). 이때,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SIP 서버를 거쳐 착신 단말로 ACK 요청 

메시지가 전달되면 세션이 생성되어 통화가 수행된다(S110).

한편, 상기와 같이 발신자가 지정한 이미지가 착신 단말로 전송될 때, 상기 SIP 서버 또는 이미지 서버는 상기 이미지

의 크기에 따라 사업자가 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금을 수행한다.

다음, 도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4의 실시예에서 S201 단계와 S202 단계는, 도3의 S101 단계와 S102 단계와 동일하여 그 이후

의 단계만을 설명한다.

가입 확인 및 인증이 완료되면, SIP 서버(100)는 이미지 서버(200)로 해당 가입자의 이미지를 요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S203). 이때, 이미지 요청 메시지는 도3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INVITE 메시지가 아닌 SIP 서버(1

00)가 일반적인 요청/응답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 서버(200)로 전송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다음, 상기 이

미지 서버(200)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해당 가입자에 대해 첨부되어야 할 이미지를 조회한다.(S204)

다음, S204 단계에 따라 이미지 조회를 완료한 이미지 서버(200)는 SIP 서버(10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요청 메시지

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상기 조회된 이미지 정보를 SIP 서버(100)로 전송한다(S205).

상기와 같이 이미지 정보를 수신한 SIP 서버(100)는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메시지를 생성하고(S206),

상기 이미지 메시지를 초기 발신 단말로부터 수신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에 포함시킨 INVITE 메시지를 착신 단말

로 전송한다(S207).

즉, 도3의 실시예에서는 발신 단말이 전송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SIP 서버(100)가 이미지 서버(200)로 포워딩

하고, 이미지 서버(200)가 해당 이미지를 포함시킨 뒤 다시 SIP 서버(100)로 포워딩하는 것이고, 도4의 실시예에서는

SIP 서버(100)가 일반적인 요청/응답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 서버(200)로 해당 가입자의 이미지를 요청하

면, 이미지 서버(200)가 해당 이미지 파일을 SIP 서버(100)로 전송하고 SIP 서버(100)가 착신 단말로 전송할 세션 설

정 요청 메시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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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호 흐름도로서, 통신 

단말에서 이미지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 가입자가 호 시도시에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이미지를 첨부하면, 상기 단말의 SIP 클라이언

트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의 생성시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시켜 SIP 서버(100)로 전송한다(S301).

상기와 같이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SIP 서버(100)는 상기 발신 가입자의 가입 여부

를 확인하고 인증하며(S302),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수신한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여(S303) 착신 단말로 링 

신호가 전달될 때 상기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

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은 따라서, SIP 기반의 유,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 발신자

가 지정한 이미지를 호 설정시에 착신 단말의 화면을 통해 보여지도록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을 통해 발신 시도시 착신 단말로 

전송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입자별로 지정하여 두고, 발신 가입자의 발신 시도시 상기 이미지가 착신 단말로 전송되

도록 하는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발신 가입자가 착신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서버와;

상기 발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

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 상기 이미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

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SIP 서버로부터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조회하고, 상기 수

신한 메시지에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SIP 서버는 착신 단

말로 상기 이미지 메시지가 포함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

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SIP 서버로부터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조회하고 해당 이

미지를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SIP 서버는 상기 이미지 서버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메

시지를 생성하여 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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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서버는 가입자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SIP 서버는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 이

미지 서버에 저장된 상기 식별자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SIP 서버는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 가입자가 발신 시도한 착신 번

호에 해당하는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

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식별자 파라미터에 따라 이미지 정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

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IP 서버와 이미지 서버 중 어느 하나는,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IP 서버는,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 지를 TCP 프로토콜을 통해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9.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비한 통신 단말로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와;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호를 시도하면,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저장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상기 이미지 저장부에 저장된 이미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고 호를 시도하면,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는, 상기 선택된 이미지에 해당하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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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이미지의 전송 여부를 선택하고 호를 시도하면, 상기 이미지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른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저장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호를 시도하면, 해당 착신 번호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

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14.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비하며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 및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를 구비한 통신 단말과;

상기 단말로부터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발신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

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가 착신 단말에 디스

플레이되도록 하는 SIP 서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SIP 서버는,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SIP 서버는,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TCP 프로토콜을 통해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17.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과, 발신 가입자가 착신 단말로 전

송하기 위해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서버 및 상기 이미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

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

스템의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으로서,

상기 SIP 서버가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호가 시도됨에 따른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1단계와;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SIP 서버가 이미지 서버로 발신 가입자의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미지 서버가, 상기 발신 가입자의 해당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고, 상기 수신한 이미지 요청 메시지에 상기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는 제3단계와;

상기 SIP 서버가 상기 수신한 이미지 메시지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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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서버는 가입자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식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

를 수신하고,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상기 이미지 식별 파라미터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시지를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가 이미지 서버로 착신 번호를 포함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상기 발신 가입자의 상기 착신 번호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포

함한 이미지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식별자 파라미터가 이미지 표시에 대한 파라미터인 경우, 발신 가입자의 해

당 이미지를 요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이미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

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은,

상기 이미지 서버가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 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은,

상기 SIP 서버가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3.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과, 발신 가입자가 착신 단말로 전

송하기 위해 지정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서버 및 상기 이미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

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

스템의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으로서,

상기 SIP 서버가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호가 시도됨에 따른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1단계와;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SIP 서버가 이미지 서버로 발신 가입자의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미지 서버가 상기 발신 가입자의 해당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이미지 정보를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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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와;

상기 SIP 서버가 상기 수신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가입자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식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

를 수신하고,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상기 이미지 식별 파라미터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하나의 발신 가입자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가 이미지 서버로 착신 번호를 포함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이미지 서버는 상기 발신 가입자의 상기 착신 번호 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이

미지 정보를 상기 SIP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식별자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SIP 서버는 상기 식별자 파라미터가 이미지 표시에 대한 파라미터인 경우, 이미지 서버로 발

신 가입자의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는 이미지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

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 이후,

상기 이미지 서버는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 이후,

상기 SIP 서버는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29.
SIP 프로토콜을 통해 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SIP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비하며,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

및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를 포함하는 통신 단말과; 상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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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SIP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시스템의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으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상기 이미지 저장부에 저장된 이미지를 첨부하고 호를 시도하면, 상기 메시지 생성

부가 상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제1단계와;

상기 SIP 서버가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 가입자의 서

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SIP 서버가 상기 수신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세션 설정 설정 요청 메시지를 착신 단말

로 전송하는 제3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저장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조작하여 상기 이미지 저장부에 저장된 이미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호를 시도하면, 해당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저장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착신 번호별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호를 시도하면, 해당 착신 번호에 대한 이

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은,

상기 SIP 서버가 전송할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S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발신자 이미지 표시 서비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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