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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57) 요약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

비스 제공 방법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계; 발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가

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호 발신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

비스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가 아니면 상기 발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가

입자의 단말기 사이에 호를 연결하는 단계;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이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의 호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에 상기 발신 단말기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

를 착신측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전달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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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교환국 및 단문 메시지 센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

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소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계;

(b) 발신 교환국으로부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발신 교환국은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를 착

신 단말기로 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로 상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전송함-;

(c)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확인하는

단계;

(d) 상기 (c)단계의 확인 결과 상기 부재중 서비스가 소정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교환국으로 상기 이동통신 가

입자의 위치 정보 대신에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발신 교환국은 상기 홈 위치 등록기의 요

청에 응답하여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발신 단말기로 제공함-; 및

(e)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를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로 보내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단문 메시지 센터는 상기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신 단말기의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

를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소정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용 피쳐 코드를 포함하는 피쳐 등록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피쳐 등록 요청 신

호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피쳐 코드를 포함하는 발신 신호를 수신한 교환국에 의해 홈 위치 등록기로 전

송됨-; 및

(a2) 상기 피쳐 등록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발신 교환국으로 전송되는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는

상기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지정하기 위한 응답 메시지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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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교환국,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과 연계되는 홈 위치 등록기 및 단문메시지 센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계;

(b) 발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호 발신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가 아니면 상기 발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사이에 호를 연결하는 단계;

(e) 상기 (c) 단계의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이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의 호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에 상기 발신 단말기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 및

(f)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전달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g) 상기 (c) 단계의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이면 상기 발신 단말기의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작성

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소정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용 피쳐 코드를 포함하는 피쳐 등록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피쳐 등록 요청 신

호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피쳐 코드를 포함하는 발신 신호를 수신한 교환국에 의해 홈 위치 등록기로 전

송됨-; 및

(a2) 상기 피쳐 등록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한 발신 교환국이 홈 위치 등록기로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전

송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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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상기 홈 위치 등록기는 상기 위치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소정의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가입자가 회의 중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 수신 통화콜은 차단하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는

가능하게 하는 부재중 서비스(일명, Only SMS 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 등을 운전하는 중에 착신되는 전화를 즉시 받기가 곤란하고, 전화를

받더라도 이에 따른 사고가 다발하여 운전 중 통화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고객과 상담 중이거

나 회의 참석, 공연 관람 등과 같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전화를 받기 곤란하거가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기와 같이 전화를 받기 곤란한 경우,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에티켓 모드(혹은 진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휴대폰 전원을 끈 경우에는, 긴급한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거나, 고의로 휴대폰 전원을 끈

것으로 오해 받을까봐 불안한 점이 있다. 휴대폰을 에티켓 모드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 진동음이 계속 울리

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는 신경이 계속 쓰이고 조급해진다.

전화를 받기 곤란한 사용자가 음성사서함(VMS)을 활성화시켜 둘 수 있다. 음성 사서함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발신 가입자

가 착신 가입자의 부재 상황을 인식하고 착신 가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성 형태로 녹음해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착신 가입자는 음성 사서함에 접속하여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 확인을 위하여 착신 가

입자가 음성 사서함에 접속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음성 메시지 녹음과 음성 메시지 확인 사이에 다소간의 시

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를 받기 곤란하거나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가입자는 부재중 상황 알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종래 기술에 따른

부재중 상황 알림 방법의 하나가 2002년 9월 16일자로 공개된 특허출원번호 '10-2001-0012474'(발명의 명칭: '이동통

신 가입자의 부재중 상황 알림 방법 및 시스템')에서 개시되어 있다.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영화 관람

등과 같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는 소정 키를 눌러 음성 메시지 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부재

중 상황에 있음을 알리기 위한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므로써, 호출측의 전화통화시 부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다. 이 종래 기술을 이용하면, 발신 단말기가 착신 단말기를 호출하는 경우, 이동교환 시스템은 음성사서함 시스템에 기 설

정된 상황 알림 메시지를 발신 단말기로 송출한다. 이로 인해, 발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의 상황 알림 메시지를 청취할 수

있어 수신측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부재중 상황 알림 방법은 발신측 입장에서는 수신측의 부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신측 입장

에서는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발신자 확인을 위하여 음성 사서함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거나 전화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수신콜은 차단하되 발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된다.

등록특허 10-0697182

- 4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화 받기 곤란한 경우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휴대폰을 전원을 끄지 않고도 전화 수신은 차단하되, SMS 문자 메시지나 발신 가입자 정보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측면에 따르면, 이동통신 교환국 및 단문 메시지 센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

어서, (a)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소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

계; (b) 발신 교환국으로부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발신 교환국은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로 상기 위치 정보 요청 신호를 전송함-; (c)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확인하는 단계; (d)

상기 (c)단계의 확인 결과 상기 부재중 서비스가 소정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발신 교환국으로 상기 이동통신 가입

자의 위치 정보 대신에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발신 교환국은 상기 홈 위치 등록기의 요청

에 응답하여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발신 단말기로 제공함-; 및 (e)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를 단문 메시지 서비

스 센터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단문 메시지 센터는 상기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신 단말

기의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요

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측면에 따르면,이동통신 교환국,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과 연

계되는 홈 위치 등록기 및 단문메시지 센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계; (b) 발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c) 상

기 호 발신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확

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가 아니면 상기 발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사이에 호를 연결하는

단계; (e) 상기 (c) 단계의 확인 결과,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상태이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의 호 연결을 차단

하는 대신에 상기 발신 단말기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 및 (f)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전달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가 제공된

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지국(BS)(121, 122), 교환국(131, 132),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C)(140) 및 홈

위치 등록기(HLR:Home Location Register)(150)를 포함한다.

이동통신 단말기(111, 112)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타 통신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이다. 기지국(121, 122)은 도 1에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지국 송수신기(BTS) 및 기지국 제어기

(BSC)를 포함한다.

기지국 송수신기(BTS)(미도시)는 이동통신 단말기(111, 112)와의 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한다. 기지국 제어기

(BSC)(미도시)는 다수의 기지국 송수신기(BTS)를 제어하며, 교환국(131, 132)와 기지국 송수신기(BTS) 사이의 인터페

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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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국(131, 132)은 각 기지국(121, 122)에서의 발호, 착호를 처리한다. 즉, 호(call) 처리를 위한 스위칭 기능을 담당하

며, 타망(예를 들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Data Base)를 포함하며 교환국(131,

132)과 연결된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이동통신 가입자로 호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이동통신 가입자가 유효한 가입자

인지 여부,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설정된 서비스 정보 및 이동통신 가입자의 위치 정보 등을 교환국으로 제공한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본 발명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혹은 각 부재중 서

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필드를 가진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40)는 단문 메시지를 저장/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홈 위치 등록기(150)의 내부 구성의 일 예를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홈 위치 등

록기(150)는 피쳐 코드 해석부(151), 부재중 서비스 제어부(153), 교환국 인터페이스부(155), SMC 인터페이스부(157)

및 가입자 정보 DB(159)를 포함한다.

가입자 정보 DB(159)는 이동통신 가입자별 정보-예컨대, 전화번호, 위치 정보, 부가 서비스 정보 등을 저장/관리한다. 가

입자 정보 DB(159)는 본 발명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의 활성화/비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별 부재중 서비스 필드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환국 인터페이스부(155)는 교환국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교환국 인터페이스부(155)는 교환국으로부

터 전송되는 피쳐 등록/해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에 포함되는 피쳐 코드를 피쳐 코드 해석부(151)로 전달하

여 피쳐 코드를 해석하게끔 한다. 피쳐 코드 해석부(151)는 수신된 피쳐 코드를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활성화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수신된 피쳐 코드가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미리 정의된 코드라면, 부재

중 서비스 제어부(153)에서 해당 이동통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필드를 소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재중 서비스가 활

성화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예를 들어, 수신된 피쳐 코드가 부재중 서비스 비활성화를 위하여 미리 정의된 코드라면, 부재

중 서비스 제어부(153)에서 부재중 서비스가 비활성화되도록 제어한다.

SMC 인터페이스부(157)는 SMC(도 1의 140)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SMC 인터페이스부(157)는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가입자로 착신호가 오는 경우에, 발신 가입자 정보(예컨대, 발신 가입자 번호)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착신 가입자로 전송하도록 SMC(도 1의 140)에게 요청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 및 도 1을 함께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도 1의 112인 것으로 가정)를 이용하여 부재중 서비스 요청을 위하여 미리 정의된 일련의

키신호를 입력하면, 단말기(112)는 발신 교환국(132)으로 발신 신호를 전송한다(S310). 부재중 서비스 요청을 위하여 미

리 정의된 일련의 키신호는 예를 들어, 'SMS_FC, SEND'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SMS_FC는 본 발명에 따른 부재중 서

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피쳐 코드(feature code)(이하, 부재중 서비스용 FC라 함)로서, 부가 서비스 식별 코드의 일종일 수

있다. SMS_FC는 '*0'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0', 본 발명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의 해제(비활성화)를 위해서는 '*00'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이외에 일련의

숫자 및/또는 문자가 더 포함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피쳐 코드와는 구별되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공

급자가 미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발신 교환국(132)은 기지국(122)를 통해 'SMS_FC'를 포함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한다(S310). 발신 교환국

(132)은 수신된 호 발신 신호에 'SMS_FC'가 포함되어 있으면, 홈 위치 등록기(150)로 피쳐 등록 요청 신호(FEAT_REQ)

를 전송한다(S312). 이 때, 발신 교환국(132)은 단말기로부터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면, 호 발신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번

호를 번역하여, 번호가 특정 값, 예컨대 '*'로 시작하면, 피쳐 등록 요청 신호(FEAT_REQ)를 홈 위치 등록기로 전송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교환국(132)의 피쳐 등록 요청 신호(FEAT_REQ)에 응답하여, 단말기(112) 사용자에 대응하는 부

재중 서비스 필드를 소정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한다(S314). 홈 위

치 등록기(150)는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 한 후, 응답 신호(feat_req_rr)를 교환국(132)으로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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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316). 응답 신호(feat_req_rr)는 응답 톤(tone)을 지정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환국(132)은 응답 신

호(feat_req_rr)에 응답하여 단말기(112)로 확인(Confirmation) 톤(tone)을 제공함으로써(S318), 가입자로 하여금 부재

중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방법만이 도시되어 있으나, 부재중 서비스 비활성화 방법

역시 도 3의 플로우와 동일할 수 있다. 다만, 부재중 서비스 비활성화를 위한 피쳐 코드는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피

쳐 코드(SMS_FC)와는 다를 수 있다. 물론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비활성화를 위한 피쳐 코드를 동일하게 하여 부재중 서비

스 활성화와 비활성화가 토글 형태로 설정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발신 단말기(이동통신 단말

기)(도 1의 111이 발신 단말기인 것으로 가정함)에서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말기(도 1의 112가 부재중 서비

스 활성화 상태의 단말기인 것으로 가정함)를 착신측으로 하여, 호를 발신하는 경우이다.

도 1 및 도 4를 함께 참조하면, 발신 단말기(111)의 사용자가 부재중 서비스 단말기(112)의 전화 번호를 착신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호를 발신한다(S410). 물론 발신 단말기(111)의 사용자는 착신측이 부재중 서비스 가입자인지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 상태인지 전혀 모를 수 있다. 발신 교환국(131)이 발신 단말기(111)로부터 전송되는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면, 홈

위치 등록기(150)로 착신 단말기(112)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S412). 즉, 발신 교환국(131)은 착신 가입자의 위치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위치 정보 요청 신호(LOC_REQ)를 홈 위치 등록기(150)로 전송한다(S412). 위치 정보 요청 신호(LOC_

REQ)는 착신 가입자의 정보(예컨대 착신 전화번호) 및 발신자 정보(예컨대 발신자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위치 정보 요청 신호(LOC_REQ)를 수신하면, 가입자 정보 DB에서 해당 착신 가입자의 정보를 조

회하여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S414). 구체적으로는 홈 위치 등록기(150)는 착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필드가 소정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여 착신 가입자의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착신 가입자에 대하여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홈 위치 등록기(150)는 위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

(loc_req_rr)를 발신 교환국(131)으로 전송한다. 이 때, 위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loc_req_rr)는 응답 메시지(즉,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나운스먼트 리스트를 포함한다.

어나운스먼트 리스트의 일 예가 도 6에 도시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어나운스먼트 리스트는 어나운스먼트 코드(AnnouncementCode) 파라미터(즉, 응답 메시지 파라미터)

를 포함한다. 어나운스먼트 코드 파라미터는 통화자나 가입자에게 제공할 안내방송(안내 메시지)이나 톤(tone)을 규정한

다. 어나운스먼트 코드 파라미터의 길이는 가변적이며 최소 1 옥텟인 것이 바람직하다. 어나운스먼트 리스트에서 표준 어

나운스먼트(Standard Announcement)나 커스텀 어나운스먼트(Custom Announcement)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어나운스먼트(Standard Announcement)나 커스텀 어나운스먼트(Custom Announcement)가 톤(Tone)에 우선하며, 표

준 어나운스먼트(Standard Announcement)나 커스텀 어나운스먼트(Custom Announcement)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톤(Tone)이 적용된다.

발신 교환국(131)은 홈 위치 등록기(150)의 응답 신호(loc_req_rr)를 수신하면(S416), 응답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어나운

스먼트 코드 파라미터가 지정하는 응답 메시지(안내 방송)를 재생함으로써 발신 단말기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제

공한다(S418). 즉, 발신 교환국(131)은 발신 단말기(121)과 착신 단말기(122) 사이에 호가 연결되도록 하는 대신에 발신

단말기(121)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지정하기 위한

응답 메시지 파라미터와 이에 해당하는 응답 메시지는 사전에 미리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

지금 거신 고객께서는 현재 SMS만 수신 가능합니다"와 같이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일률적으로 설정해 둘 수 있다.

또한 부재중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만의 응답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홈 위치 등록기(150)는 또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C)(140)로 단문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는 신호(INFODIR)를 보낸

다(S420).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 신호(INFODIR)는 발신 단말기 정보 및 착신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다. SMC(140)는 홈

위치 등록기(150)의 단문 메시지 전송 요청(INFODIR)에 응답하여 발신 단말기 정보, 예컨대 발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포

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작성하여, 착신 교환국(132)으로 SMS 전송 요청 신호(SMDPP)를 보낸다(S424). 그러면, 착신 교환

국(132)은 SMS 페이징을 통해 해당 착신 단말기(112)로 발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한다(S426). 아울러,

착신 교환국(132)은 SMS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smdpp)를 SMC(140)로 보낸다(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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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410 단계 내지 S426 단계는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단말기로 호 착신 요청이 온 경우의 플로우이다. 이

경우, 발신 단말기(111)는 착신 단말기(112)와 통화를 할 수는 없지만, 단문 메시지를 작성하여 착신 단말기(112)로 전송

할 수는 있다. 발신 단말기(111)로부터 착신 단말기(112)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들이 S430 단계 내지 S440 단계

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발신 단말기(111)에서 단문 메시지를 작성하고 착신 단말기를 착신측으로 지정하여 SMS 발신하면(S430), 발신

교환국(131)은 SMS 전송 요청 신호(SMDPP)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40)로 전송하고(S432), 다시 단문 메시지 서비

스 센터(140)는 착신 교환국(132)으로 SMS 전송 요청 신호(SMDPP)를 보냄으로써(S434), 착신 교환국(132)이 착신 단

말기(112)로 해당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S436).

한편, 착신 교환국(132)은 SMS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smdpp)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40)로 전달하고(S438),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40)는 다시 응답 신호(smdpp)를 발신 교환국(131)으로 전달한다(S440).

이 단계들(S430 내지 S440)은 통상의 단문 메시지 전송 과정과 동일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착신측으로 하는 호 발신 신호가 수신되면, 이동

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로의 호 연결은 차단되고, 대신에 발신 단말기로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가 제공

된다. 또한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로는 발신 단말기 정보(예를 들어, 발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발신 단말기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문 메시

지를 작성하여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전화를 받기 어려운 이동통신 가입자는 '*0(서비스 공급사에서 임의로 정의 가능)'과

같은 부재중 서비스용 피쳐 코드를 눌러 발신함으로써, 부재중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휴대폰을 끄지 않고도 통화호 수신은 차단되고, SMS 문자 메시지 또는 발신자 번호는 수신할 수 있다.

부재중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00(서비스 공급사에서 임의로 정의 가능)'를 발신함으로써 일반적인 통화

호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발신 단말기(PSTN 단

말기)에서 부재중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착신측으로 하여, 호를 발신하는 경우이다. 도 5 및 도 4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

공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발신 단말기가 PSTN 단말기이므로, 게이트웨이 교환국에서 호 발신 신호를 수신하여

(S510) HLR로 위치 정보 요청 신호(LOC_REQ)를 전송하며(S512), 또한 게이트웨이 교환국에서 HLR로부터 위치 정보

요청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loc_req_rr)를 수신하여 부재중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발신 단말기(PSTN 단말기)로 제공한

다. 따라서,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술한 실시예들에서는 발신 단말기의 예로서, 이동통신 단말기와 PSTN 단말기만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인터

넷폰이나 다른 종류의 단말기가 발신 단말기로 사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범위

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회의 중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전화를 받고싶지 않거나 받기 곤란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자신의 요청으로 호 착신은 차단하되, SMS를 수신하거나 발신자 번호는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입자

는 휴대폰 전원을 켜 놓은 상태에서 SMS 수신만 가능하게 하고, 전화 수신은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휴대폰

전원을 껐을 때와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고의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는 오해를 사지도 않게 되고 회의 참석 또는 부득불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발신측으로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의하면, 전화를 받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SMS 또는 발신자 번호는 수신할 수 있으므로, 전화 수신으로부터는 자유로우면

서도 긴급한 연락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화를 받기 곤란하거나 받고 싶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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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사 측(통신회사)에서는, 전화를 받기 곤란하거나 받고 싶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을 끄는 대신에 본

발명을 활용함으로써, SMS 통화 유발 효과로 수입 증대 효과가 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입자 요청에 의한 부재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홈 위치 등록기의 내부 구성의 일 예를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활성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부재중 서비스 제공 방 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어나운스먼트 리스트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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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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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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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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