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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식별 정보 변경 시에 ＭＰ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변환하여 다시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다수의 숫자키, 문자키, 통화키 및 종료키를 구비하여 다이얼링(Dialing), 메뉴 선택, 통화 종료 및 명령 입력을 위

한 키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를 선택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의 입력, 사용자 확인을 위한 인증 번호의 입력, 상기 MP3 구

매 이력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MP3 데이터 리스트 중 를 원하는 상기 MP3 데이터를 선택하여 저장, 삭제, 재생 기능을 실

행하기 위한 기능 선택 수단으로서의 키입력부; 전원의 사용 정도, 전파의 수신 강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

작 상태를 표시하고,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과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정보의 입

출력을 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상기 MP3 데이터를 저장, 삭제, 재생하는 기능을 실행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 및 사용자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자와 인증 정보의 송수신 기능

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변경된 식별 정보에 맞도록 변환되어 전송되는 상기 MP 데이터를 수신/저장하는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MP3 실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및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의 송수신이 처

리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접

속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상기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

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전에 구매한 MP3 데이터의 중

복 과금 문제를 해결하여 유효 기간이 남은 MP3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공개특허 10-2006-0073327

- 1 -



색인어

MP3, DRM, 교체, 컨텐츠, 인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

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프로그램 메모리 210 : 내부 메모리

220 : 모드 상태 저장부 230 : 마이크로프로세서

240 : 키입력부 250 : 디스플레이부

260 : 디지털 신호 처리부 270 : 베이스밴드 변환부

280 : 스피커 290 : 마이크로폰

291 : 안테나 292 : 알에프(RF) 신호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변환하여 다시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면, MP3 구매 이력 서버에서 제공하는

MP3 데이터 서비스에서 특정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

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전자,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무선 통신망(Wireless Network)을 이용한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무선 통신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 사이에서 무선

으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무선 음성 통화 서비스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무

선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대두되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형태도 단순한 음성 통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외에 게임, 배경 화

면, 벨소리 등의 각종 컨텐츠를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무선 컨텐츠

제공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컨텐츠 서비스는 사용자가 컨텐츠 서버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

는 경우 선택된 컨텐츠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해주고,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해당 사용자에게 컨텐츠의 제공 비용을

과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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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 또는 컨텐츠 제공자의 무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한 후,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한다. 무선 인터넷 서버는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의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컨텐츠를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

말기로 전송해주고, 이동통신 단말기는 해당 컨텐츠를 이동통신 단말기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사용한다.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된 MP3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할 때 이전에 구매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인

MP3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DRM은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결제승

인의 집행, 사용권한의 제한 등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 받으면서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인

프라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다. DRM에 적용되는 세부 기술로는 암/복호화

(Encryption/ Decryption) 기술, 암호화 키의 관리, 인증 절차 및 처리, 불법유통 감시 및 추적, 사용 규칙의 제어, 사용료

징수 및 결재 등이 포함된다.

DRM이 적용된 MP3 데이터 서비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고유 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MP3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컨텐츠 서버로부터 MP3 데이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 단말기의 고유 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MP3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MP3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의 고유 번호나 전화번호

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할 때, 이전에 구매하여 저장되어 있는 MP3 데이터가 유

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매를 다시 해야함으로써 동일한 컨텐츠에 대하여 중복 과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고유

식별자(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등)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검

증한 후, MP3 구매 이력 서버부터 제공하는 MP3 데이터 서비스에서 이전에 구매한 MP3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다수의 숫자키, 문자키, 통화키 및 종료키를 구비하여 다이얼링(Dialing), 메뉴

선택, 통화 종료 및 명령 입력을 위한 키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를 선택하

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의 입력, 사용자 확인을 위한 인

증 번호의 입력,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MP3 데이터 리스트 중 를 원하는 상기 MP3 데이터를 선택하

여 저장, 삭제, 재생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 선택 수단으로서의 키입력부; 전원의 사용 정도, 전파의 수신 강도, 상기 이

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과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정보의 입출력을 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상기 MP3 데이터를 저장, 삭제,

재생하는 기능을 실행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 및 사용자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자와

인증 정보의 송수신 기능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변경된 식별 정보에 맞도록 변환되어 전송되는 상기 MP 데

이터를 수신/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P3 실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및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

라 데이터의 송수신이 처리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접속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상기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

말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함

으로써 식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

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생성 인증 번호를 포함한 SMS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SMS에 포함된 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보고 입력한 전송 인증 번호를 다시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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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인증 번호와 자신이 생성하여 전송한 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는지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상기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졌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변경된 상기 전화번호에 맞게 상기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MP3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MP3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갱

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부호

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

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

낸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위한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은 이동통신 단말기(100), 컴퓨터 시스템(110), 이동통신망(120), 인터넷(130), MP3 구매 이력 서버(14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이동통신망(120)을 경유하여 상대방과 무선 통신으로 전화 통

화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구비된 정보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단말

기이다.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폰, GSM(Global System for Mobile)폰, W-CDMA(Wideband CDMA)폰, CDMA-2000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MBS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 4세대 시스템에서 사용될 핸드폰을 말한다. 또한, 이

동통신 단말기(100)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브라우저(Brows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브라우저는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에 기반한 WAP 브라우저, HTTP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HTML에 기반한 MIE(Microsoft Internet Explorer), 핸드헬드 디바이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HDTP :

Handheld Device Transport Protocol) I-mode, BREW(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SK 텔레콤사의

'NATE' 등이 될 수 있으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

(140)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교체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이 식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

기(100)는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MP3 데이터를 다시 다운받기 위해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 번호용

SMS(Short Messaging Service)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인증 번호를 다시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처리한다.

여기서 식별 정보의 변경이라함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통신 단말기(100)는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MP3 데이터를 저장, 전송, 삭제, 재생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MP3 데이터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10)은 일반 PC(Personal Computer), 노트북 컴퓨터 등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모뎀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 케이블 모뎀과 유선 방송망, LAN 카드와 LAN 망, LAN 카드와 기업 내의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는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등)를 입력하여 이동통신망(120)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면, 이

동통신 단말기(100)는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인증 번호용 SMS를 전송받은 후, 사용자가 인증 번호를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 전송함으로써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서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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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110)을 이용한 인증 절차의 다른 예로서, 컴퓨터 시스템(110)에서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등)를 입력하여 인터넷(130)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면,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

터 인증 번호용 SMS를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하며,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 상에 디스플레이된 인증 번호

를 컴퓨터 시스템(110)에 입력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인증이 완료되고,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MP3 데이터가 선택되면, MP3 구매 이력 서버(140)는 해당 사용

자의 명의로 저장되어 있던 MP3 데이터를 변경된 식별 정보에 맞도록 변환하여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이동통신망(120)은 음성 통화를 위한 통상적인 망, 즉 기지국(BS: Base Station), 이동전화 교환국(MTSO : Mobile

Telephone Switching Office), 홈 위치 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 망 관리 시스템(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 이외에 이동통신용 컨텐츠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WAP 게이트웨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추가

로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신청하

는 경우, 해당 MP3 데이터를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인터넷(130)은 컴퓨터 시스템(110)이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접속 경로를 제

공하는 통신망으로서, TCP/IP 프로토콜 및 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 즉,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NFS(Network File Service),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MP3 구매 이력 서버(140)는 인터넷(130) 또는 이동통신망(120)에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130) 또는 이동통신망(120)

을 경유하여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110)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전송한 정보 검색 요청을 제공받아 그 요청

에 대응하는 정보를 인터넷(130) 또는 이동통신망(120)을 경유하여 컴퓨터 시스템(110)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제

공한다. 또한, MP3 구매 이력 서버(140)는 사용자가 구매한 MP3 데이터 목록과 유효 기간을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저장하

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구매한 MP3 데이터 자체를 사용자별로 저장/관리할 수 있다. 또한, MP3 구매 이력 서버

(140)로 접속한 컴퓨터 시스템(110)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

공한다. 여기서 MP3 구매 이력 서버(140)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저

장 공간(하드 디스크 또는 메모리)에 구현된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검색, 삭제, 편집, 추가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형태를 가지고 있다.

MP3 구매 이력 서버(140)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컴퓨터 시스템(110)으로 MP3 데이터를

전송하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정보를 송수신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 사용자가 원하는 MP3 데이터를 검색하여, 변

경된 식별 정보에 맞게 MP3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P3 변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프로그램 메모리(200), 내부 메모리(210), 모드 상태 저장부

(220), 마이크로프로세서(230), 키입력부(240), 디스플레이부(250), 디지털 신호 처리부(260), 베이스밴드 변환부(270),

스피커(280), 마이크로폰(290), 안테나(291), 알에프(RF) 신호 처리부(292)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프로그램 메모리(200)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동작을 위한 실시간 처리 기능을 갖는 운영 체제(OS : Operating

System, 이하 'OS'라 칭함) 소프트웨어와 호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처리하는 호처리 소프트웨어 등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메모리(200)는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인터넷 브라

우저와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MP3 데이터를 저장, 실행하며, 이전에 구매하여 저장되어 있는

MP3 데이터 리스트(List)를 디스플레이하고, 식별 정보 변경 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용 SMS를 생성하여 송수신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P3 실행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식별 정보 변경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

(100)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MP3 구매 이력 서버(140)의 MP3 데이터는 사용자가 MP3 데

이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고유 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단말기

(100)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구매했던 MP3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에 구매했던 MP3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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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유효 기간이 남은 이전에 구매한 MP3 데이터를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제공받기 위

해서, MP3 실행 프로그램은 MP3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고, MP3 구매 이력 서버

(140)로부터 이전에 구매한 MP3 데이터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 중, 사용자 선택한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며, MP3 데

이터의 재생, 삭제,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MP3 실행 프로그램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고유 식별자(주민 등록 번

호, ID, 비밀 번호 등)를 이용해서 이동통신망(120)을 거쳐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며, 접속된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용 SMS 전송받고, 수신한 인증 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

버(140)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MP3 실행 프로그램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생산 단계에서 프로그램 메모리(200)에 탑재할 수도 있고, 무선 인터넷 접

속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서 탑재할 수도 있다.

내부 메모리(210)는 롬(ROM), 이이피롬(EEPROM), 램(RAM), 플래쉬 메모리, 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 등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 회로 기판에 실장된다. 통상 롬 영역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230)의 동작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이 저장되며, 필요에 따라 전기적으로 지우거나 다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롬에

는 프로그램 메모리(200)에 설치된 MP3 실행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의 구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변수

나 상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이피롬(EEPROM)은 전기적으로 지우거나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로서, NAM(Number Assignment Module) 파라

미터, 전화번호, 이름, 단문 메시지 등의 저장용 데이터가 기록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또한, 내부 메모리(210)는 통상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동작 프로그램 실행시 데이터 버퍼(Buff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키입력부(240)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외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수신되는 문자나

이미지 등의 데이터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MP3 데이터가 저장된다.

모드 상태 저장부(220)는 키입력부(240)에 의해 선택된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현재 동작 모드를 상태 플래그(Flag)(0,

1, 2, ...)로 저장하는데, 마이크로프로세서(230)는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수신 모드인지, 발신 모드인지, 저장 모드인

지, 통화 모드인지 등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모드마다 고유한 상태 플래그를 할당하여 모드 상태 저장부(220)를 갱신한

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를 상태 플래그로 저장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30)는 모드 상태 저장부(220)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플래그를 참조하여 네트워크와 송수신 데이터의

정해진 규약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이 처리되도록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마이크로프로

세서(230)는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 접속하도록 제어하

며, 키입력부(240)에 의해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가 선택되면, 프로그램 메모리(200)에 저장되어 있는 MP3 실행 프로

그램을 구동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MP3 데이터 리스트를 제공받고, 이 중 원하는 MP3 데이터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 저장, 삭제, 재생 등의 기능을 하도록 제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30)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100)

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의 고유 식별 번호(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등)를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하고, 이전에 구매한 MP3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제어하며,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인증 번호용 SMS를 전송받아, 수신한 인증 번호를 다시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 전송하도록 제어하여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230)는 MP3 실행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실행하며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

가 선택되면 이 기능 모드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모드 상태 저장부(220)로 전송하여 모드 상태 저장부(220)의 모드를 갱신

한다.

키입력부(240)에는 다수의 숫자키, 문자키, 통화키 및 종료키가 구비되어 다이얼링(Dialing)이나 메뉴 선택, 통화 종료, 명

령 입력을 위한 키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키입력부(240)에 구비되어 있는 숫자키, 기능키, 커서 이동키

등을 조작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를 선택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와 접속하게 되면,

MP3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키입력부(240)는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부터 인증 번호용 SMS를

전송받고 수신한 인증 번호를 숫자키 등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기능을 한다.

디스플레이부(250)는 전원의 사용 정도, 전파의 수신 강도,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

작 상태를 표시해준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부(250)는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화면과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창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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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호 처리부(260)(DSP : 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 칭한다)는 베이스밴드 변환부(270)와 주고받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 부호화(Encoding)하거나 복호화(Decoding)하는 오디오 데이터 처리 기능을 실행하고, 다중 경로의

잡음 제거를 위해 이퀼라이즈 기능을 실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이다. 또한, 디지털 신호 처리부(260)는 베이스

밴드 변환부(170)로부터 수신 메시지 데이터(RX DATA)를 수신한다.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는 스피커(280), 마이크로폰(290) 및 알에프(RF) 신호 처리부(292)와 송수신하는 신호를 기저 대

역의 신호로 변환하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처리 등의 기능을 실행한다. 따라서,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는 DSP(260)로부터 수신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280)로 출력하거나, 마이크로폰

(290)으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해 DSP(260)로 출력한다.

또한,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는 마이크로프로세서(230)로부터 입력된 송신 메시지 데이터(TX DATA)를 송신 메시지 신

호(TXIQ)로 변환하여 RF 신호 처리부(292)로 출력하거나, RF 신호 처리부(292)로부터 입력된 수신 메시지 신호(RXIQ)를

수신 메시지 데이터(RX DATA)로 변환해 DSP(260)로 출력한다. 그리고,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는 RF 신호 처리부

(292)의 전력(POWER)에 대한 이득을 자동으로 제어한다(AGC).

스피커(280)는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가청음으로 출력하며, 마이크로폰(290) 음성 입력

을 오디오 신호로 변환한다.

안테나(291)는 RF 신호를 공중으로 송출하거나,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RF 신호를 RF 신호 처리부(292)로 전달한다.

알에프(RF) 신호 처리부(292)는 송신 메시지 신호를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291)로 출력하거나, 안

테나(291)로부터 인가된 RF 신호를 수신 메시지 신호(RXIQ)로 변환해 베이스밴드 변환부(270)로 출력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사용자가 MP3 데이터를 무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MP3 데이터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고유 번호

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며, 이를 이동통신 단말기(100)에서 재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고유 번

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

경하는 때에는 구매한 MP3 데이터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S300).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

(100)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후,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등)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망(120)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 접속한다(S302). 사용자는 접속한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서 이전에 구

매한 MP3 데이터 중 원하는 MP3 데이터를 검색한다.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번호용 SMS를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한다(S304). 인증 번호용 SMS가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전송되

면, 사용자는 인증 번호를 다시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입력하여 MP3 구매 이력 서버(140)로 전송한다(S306). MP3 구

매 이력 서버(140)에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인증 번호와 사용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비교하여 이동통신 단말

기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확인하게 된다(S308). 즉,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00) 기종과 전화번호 및 신원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MP3 구매 이력 서버(140)에서 인증 절차가 성공하게 되면, MP3 구매 이력 서버(140)

에서는 사용자가 교체한 이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변경한 전화번호 정보에 맞도록 이전에 구매한 MP3 데이터를 변환하

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게 되며, MP3 구매 이력 서버(140)의 MP3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

게 된다(S310, S312).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

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전

에 구매한 MP3 데이터의 중복 과금 문제를 해결하여 유효 기간이 남은 MP3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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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다수의 숫자키, 문자키, 통화키 및 종료키를 구비하여 다이얼링(Dialing), 메뉴 선택, 통화 종료 및 명령 입력을 위한 키선

택 기능을 제공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MP3 데이터 서비스 모드를 선택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의 입력, 사용자 확인을 위한 인증 번호의 입력, 상기 MP3 구매 이력 서

버로부터 제공하는 MP3 데이터 리스트 중 를 원하는 상기 MP3 데이터를 선택하여 저장, 삭제, 재생 기능을 실행하기 위

한 기능 선택 수단으로서의 키입력부;

전원의 사용 정도, 전파의 수신 강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MP3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과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정보의 입출력을 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

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상기

MP3 데이터를 저장, 삭제, 재생하는 기능을 실행하며, 식별 정보 변경 시에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와의 접속 및 사용자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자와 인증 정보의 송수신 기능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변경된 식별 정보에 맞도록 변환

되어 전송되는 상기 MP 데이터를 수신/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P3 실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및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의 송수신이 처리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무선 인터넷 브

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접속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상기 MP3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 변경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식별자는 상기 사용자의 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사용자가 구매한 MP3 데이터 목록과 유효 기간을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저장하고 있으

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상기 MP3 데이터를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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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기 식별 정보 변경 시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상기 고유 식별자와 상기 인증 정보를 송수신하며,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상기 MP3 데이터를 상기 변환된 식별 정보에 맞게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P3 변환 프로그램이 저

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인증 번호가 포함된 SMS를 수신하고, 수신한 인증 번호를 다

시 입력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정

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이동통신망을 통해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여 MP3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식별 정

보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b)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생성

인증 번호를 포함한 SMS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SMS에 포함된 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보고

입력한 전송 인증 번호를 다시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전송 인증 번호와 자신이 생성하여 전송한 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확인을 위한 상기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변경된 상기 전화번호에 맞게 상기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MP3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는 상기 MP3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식별자는 상기 사용자의 주민 등록 번호, ID, 비밀 번호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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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포함한 상기 SMS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전송받고, 수신한 상기 생성 인증 번호를 다시 입

력하여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송신하는 것은 별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MP3 실행 프로그램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에 저장되어 있

는 MP3 데이터 목록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기 MP3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상기 MP3 구매 이력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 변경 시에 MP3 데이터의 다운

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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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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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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