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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특히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CDMA-2000)에서 호 알림(alerting)시에, 수신자(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전송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단말기 화면에 전송하기 위한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호 알림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을 착신자로부터 기 설정해 두는 제 1 단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호 발신(a

lerting)시, 발신 교환기가 착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동기 방식

의 망간에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동기 방식의 망에서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

입된 착신자가 기 설정한 해당 영상을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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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알림, 동기 방식, CDMA-2000, alerting, image color r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 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1,18 : 이동통신 단말기(MS) 12 : 기지국 관련 장치

13 : 교환기(MSC) 15 : 이동통신 가입자 관리 서버

16 :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 17 :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

19 : 사용자 단말기(PC) 20 : 컨텐츠 제공 서버(CP)

21 : 웹(WEB) 서버 22 : 왑(WAP) 서버

23 : 자동응답장치(ARS)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3GPP2(3 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2) IM

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혹은 CDMA-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등과 같

은 동기 방식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알림(alerting)시에, 수신자(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전송(sou

nd color ring service)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단말기 화면에 전송(image

color ring service)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방식에서는 수신 단말기 자체에 설정된 특정음 또는 이것과 함께 특정 문자(CNAP : Call Name Pre

sentation)의 표현이 가능하다. 실제 국제 규격상에는 망에서 생성하는 특정 음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

자 및 단말기 제조사는 수신음을 단말기 자체에서 설정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대부분 간단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의 모든 단말기는 MPEG-4

(Moving Picture Expert Group-4) 기능을 가지고 있는 VOD(Video On Demand)와 화상전화가 가능한 기능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이동통신망에서는 영상의 크기 문제 때문에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영상을 전송할 수 없

었고, 더욱이 음성위주의 회선망(circuit network)과 패킷 데이터 위주의 패킷망(packet network)이 서로 독립적으

로 동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가입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욕구(특히, image color ring service)

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기능 추가 및 강화 추세에 따라서 단말기의 발신음과 동시에 컬러 표시가 가능

한 단말기 화면에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전송할 수 있다면, 수신자(착신자)는 자신이 설정

한 영상(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발신자한테 전송함으로써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 미리 자신의 모습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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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고유 캐릭터(character)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분야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특히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CDMA-2000)에

서 호 알림(alerting)시에, 수신자(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전송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기 설정해 둔 정지영

상, 동영상 등을 발신 단말기 화면에 전송하기 위한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영상 알림 서

비스를 위하여, 호 알림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을 착신자로부터 기 설정해 두는 제 1 단계; 발신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호 발신(alerting)시, 발신 교환기가 착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하여, 발신 이

동통신 단말기와 동기 방식의 망간에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동기 방식의 망

에서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된 착신자가 기 설정한 해당 영상을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상기 영상과 함께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로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 3 단계 수행후에, 공지의 호 처리 절차를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에

통화를 중재하는 제 4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호 알림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을 착신자로부터 기 설정해 두는 제 1 기능; 발신 이동통신 단

말기에서 호 발신(alerting)시, 발신 교환기가 착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동기 방식의 망간에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동기 방식의 망에서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된 착신자가 기 설정한 해당 영상을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 을 통해 상기 발신 이동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상기 영상과 함께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로 전송하는 제 4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 3 기능 수행후에, 공지의 호 처리 절차를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에

통화를 중재하는 제 4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기존의 이동통신망에서는 영상의 크기 때문에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영상을 전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동

통신망이 진화하면서 CDMA-2000에서는 SVD(Simultaneous Voice and Data)의 전송이 가능하고, 3GPP(3 rd Ge

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혹은 W-CDMA(Wideban

d CDMA)에서는 전송속도를 높여서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음성 위주의 회선망(circuit network)과 패킷 데이터 위주의 패킷망(packet network)을 서로 

연동시켜, 패킷망(packet network)에 특정 서버(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를 구축하여 단말기 알림(alerting)시 발신 

단말기 화면에 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을 보낸다.

비록, W-CDMA의 경우, 회선망(circuit network)과 패킷망(packet network) 간의 상호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므로 

이를 더욱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별도의 인터페이스 정의와 가입자 및 컨텐츠를 관리하는 서버가 개발되어야 하므

로, 본 발명에서는 논외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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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MS : Mobile Station)(11,18)는 사용자가 소지하고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PDA(Personal Digi

tal Assistants), 노트북, 셀룰러폰 혹은 PCS폰 등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

mmunication),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등과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

하며, 특히 발신음과 동시에 혹은 독립적으로 영상 표시가 가능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의미한다.

이동통신 단말기(MS)(11,18)는 바람직하게는 이동 IP(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 연결이 종료되지 

않으면 항상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MS)(11,18)가 다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

SN : Packet Data Serving Node)(16)로 이동하더라도, 홈 대행자(HA : Home Agent)(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서 

현재의 PDSN 정보를 갖고서 항상 이동통신 단말기(MS)(11,18)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참고적으로, 이동 IP 서비스 제공시에,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는 외부 대행자(FA : Foreign Agent) 기

능을 수행하고, 이동통신 단말기(MS) IP 주소의 홈 망에 존재하는 홈 대행자(HA)는 이동 IP를 위한 위치정보 관리 및

터널설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홈 대행자(HA)는 이동통신 단말기(MS)(11,18)에서 등록 요청(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IP 주소를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IP 주소의 사용을 허용하고, IP 주소가 동적으로 할당

되는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는 IP 주소를 할당하여 등록 응답(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허용한다. 

이동통신 단말기(MS)(11,18)가 PDSN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홈 대행자(HA)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기지국(BTS : Base Transceiver System)/기지국 제어기(BSC : BTS System Controller)/패킷 제어기(PCF : Pack

et Control Function) 등의 기지국 관련 장치(12)는 이동통신 단말기(MS)(11,18)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

(16)간 데이터 전송 및 버퍼링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IP 망에서 데이터가 이동통신 단말기(MS)(11,18)에 전송될 때 

페이징도 한다. 각 기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 제어기(BSC)는 기존 교환기(MSC)(13)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 이상의 기지국(BTS)들을 제어 관리하

며, 호처리와 관련된 트래픽과 신호방식, 이동성 관리, 이동통신 단말기 관리 등을 수행한다.

패킷 제어기(PCF)는 기지국 제어기(BSC) 시스템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 부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

는데, 패킷 제어기(PCF)는 데이터 패킷 처리를 위한 IP 프로토콜 처리 기능, 패킷 데이터 처리 기능과 이를 위한 'RP 

인터페이스(RP Interface)', 즉 무선접속망(RAN)과 패킷 데이터망(Packet Data Network)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 RP 인터페이스 상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가상 링크 연결(Virtual Link Connection)과 사용자 데이터의 GRE 프로

토콜 캡슐화(Encapsulation) 및 역캡슐화(Decapsulation)를 통한 터널링(Tunneling)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RP 

인터페이스는 무선접속망(RAN)으로부터 전달되는 이동통신 단말기(MS)(11,18)의 데이터들을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로 연결하기 위한 무선 접속망(RAN)과 패킷 데이터망(PDN)간 접속방법이다. 또한, 패킷 제어기(PC

F)는 RP 인터페이스상에서 일어나는 핸드오프 처리 기능과 패킷 데이터 과금 정보 전달 기능, 패킷 데이터 버퍼링 기

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패킷 제어기(PCF)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로부터 수신한 이동통신 단말기(M

S)(11,18)에 전달될 연결 계층(Link Layer) 패킷들을 무선상(Air Interface)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저장(bu

ffer) 기능과 패킷분할(segmentation) 기능을 수행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는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기반 패킷망의 서비스 노드로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이동성 제공 및 각종 데이터 관련 프로토콜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 IKE(Internet Key E

xchange) RADIUS 처리 기능(key, SPI 분배, 과금 기능 수행), 이동 IP 기능, IP 보안(Security) 처리 기능 등이 수행

된다. 또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는 패킷 제어기(PCF)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 PPP/G

RE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하고, 이동통신 단말기(MS)(11,18)와 PPP(Point-to-Point Protocol)를 수행하는 종단점이

며, 가입자의 아이디와 암호를 받아서 이를 이동통신 가입자 관리 서버(15)에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홈위치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14)는 가입자 정보와 IP 우선순위, 내부 도메인(interdomain) 서비

스에 대한 자원과 권한 사용유무 등의 정보를 갖는다.

이동통신 가입자 관리 서버(15)는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기능, 즉 가입자 인증, 권한검

증, 과금 등을 담당하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16)에서 요청되는 인증요구, 과금메시지 등을 처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그럼, 본 발명에 따른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alerting service 혹은 image col

or ring service)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교환기(13)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CDMA-2000)에서 발착신자간에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위치등록기(14)는 이동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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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CDMA-2

000)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는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alerting serv

ice 혹은 image color ring service)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20)는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츠를 인터

넷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버(WEB sever)(21),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츠를 무선 데이터 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왑 서버(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server)(22),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

츠를 유선 ARS 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응답장치(ARS)(23)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즉, 착신자 혹은 수신자

)가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착신자(수신자)가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 발신자 단말

기(11)의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호 알림(alerting)시에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화면에 전송하기를 원

하는 수신자(착신자)는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8) 혹은 PC 등의 사용자 단말기(19)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망(CD

MA-2000)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될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다. 이때,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방식으로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웹 서버(21), 왑(WAP) 서버(22), 자동응답장치(ARS)(23)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alerting service 혹은 image color ring service)는 무선구간에서 SVD(Simulta

neous Voice amp; Data)가 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즉, 무선구간에서 데이터와 음성을 동시에 전송 가능한 구조

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CDMA-2000 무선 프로토콜에서 VP1, VP2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SVD 기능이라 함은, 데이터 전용인 1x EV-DO를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기

술이다. 그리고, VP 모드(mode)는 음성(voice)과 패킷 데이터(packet data)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구조이다.

VP 모드(mode)와 같은 무선 베어러(radio bearer)단의 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지국 관련 장치(12)내의 기

지국 및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는 주로 기지국에서 VP 모드(mode)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는 기지국과 코어(core)망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제어정보에 있어야 한다.

만약,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가 교환기(13)를 거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18)를 호출할 경우, 교환기(13)는 홈

위치등록기(14)에서 단말기 가용성(capability)을 검색(가입자 위치정보 및 부가서비스 가입 확인)한 다음, 기지국에 

VP mode(SVD를 제공하는 방식)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기지국은 알림(alerting)시 영상 전송임을 인지하고, 착

신 이동통신 단말기(18)에 페이징(paging)함과 동시에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의 통

신선로를 할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리절차는 3GPP2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alerting service 혹은 image color ring service)를 위해서, 교환기(13)

는 기지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 홈위치등록기(14)(또는 교환기(13)에서 직접)를 거쳐서 알림(alerting)시 영상

을 처리하는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로 연동하게 된다. 그러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서는 이미 설정된 영

상(착신 가입자 지정 영상)을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로 전송하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는 망 동기화(ne

twork synchronization)에 따라서 기지국으로 세션(session)을 형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지국에서는 교환기(13)에서부터 생성되는 알림(alerting)음과 기타 호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16)에서는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정보(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데이

터)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달한다.

이때,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간에는 SVD 데이터 채널이 할당되고, 영상 알림 서

비스 서버(17)가 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로 전송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가 할당된 SVD 데이터 채널을 통해 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데이터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

한다.

이처럼 영상 알림(alerting)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와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간의 SVD 데이터 채널을 이

용하는 이유는, 알림(alerting)시 영상 데이터의 크기가 많기 때문인데, 기존의 교환기(13)에서 처리되는 제어신호로

는 영상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메시지(message)를 제공하기 않기 때문이다.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가 알림(alerting)시 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과 함께 알림(alerting)을 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방법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국제 표준상에 정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SVD의 시작을 알리고, 채널을 

설정하 는 ECAM(Extended Channel Assignment Message)에 정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단말기(1

1,18)가 트래픽 상태(traffic state)에서 서비스 협상(service negotiation)을 통하여 SVD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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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는 ECAM의 특정 필드를 인식하여 알림(alerting)시 영상이 전송됨을 인지하고, 미리 영상 

디코더(decoder)를 활성화시킨다. 이후, 통화상태가 되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는 전송받은 영상을 지우고 통화

상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혹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전송받은 영상이 존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는 전달받은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다시 보거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등을 통하

여 다른 단말기로 전송이 가능하다.

CDMA-2000에서 SVD를 가능하게 하는 VP mode는 음성 채널 및 별도의 패킷 데이터(packet data)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VP mode 1은 기존 음성 위주의 채널인 FCH(Fundamental Channel)와 SCH(Supplemental Chan

nel)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킷 데이터(packet data) 전용 채널인 SCH를 제어하기 위한 시그널링(signaling)

은 FCH를 통하여 이루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VP mode 2는 음성 위주의 채널인 FCH(rate set 1인 경우, 최대 9.6kbps까지 전송 가능하며 음성과 데이터 전

송 가능)와 패킷 데이터(packet data) 전용 채널인 SCH(release 0인 경우, 최대 153.6kbps까지 전송 가능)를 제어하

는 별도의 제어신호 처리 전용채널인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시그널링(signa

ling) 처리를 어떤 채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VP mode 가 결정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VP1, VP2 모두 적용 가

능하다.

VP mode의 결정은 기지국 및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선구간의 자원(resource) 관

리이므로 최종 결정은 기지국에서 이루어진다. VP mode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서는 멀티코드(

multi-code)를 처리한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서 여러 개의 왈시 코드(walsh code)를 처리하여 다양한 응

용서비스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기지국에서 VP mode가 결정되면, 무선구간의 기지국에서 생성되는 ESCAM(Extended Supplemental Channel Ass

ignment Message)을 통하여 SCH가 할당된다. 만약,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서 SCH를 요구할 때는 SCRM(Suppl

emental Channel Request Message)를 사용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11,18)를 트래픽 채널(traffi

c channel)로 진입하게 하는 채널 할당 메시지(channel assignment message)를 이용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에 알림(alerting)과 함께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상기 ECAM의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기 ECAM 메시지의 'additional record fields'에서,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을 할당할 경우 세부적인 필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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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을 할당하기 위한 ECAM에서 예비로 설정된 'reserved' 필드에 특정 값을 채

워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 알림(alerting)과 함께 영상이 전송됨을 알리게 된다. 즉, 예약(reserved) 필드에 '1

111111' 등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그러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서는 ECAM을 수신한 후, 영상을 디코딩(dec

oding)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한편, 기지국에서는 ECAM을 전송한 후, ESCAM 등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 SCH를 할당

하게 된다. 이때,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는 FCH와 SCH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며, SCH를 통하여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VP mode 1인 경우, FCH는 음성호 및 제어신호를 전송하고, SCH를 통해서는 영상이 포함된 패킷 데이터(packet da

ta)를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FCH를 통한 기존의 방안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음성 또는 데이터 통화중에 배경(background)으로 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CDMA-2000에 정의된 SCH를 할당

하는 ESCAM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SCH 할당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메시지에 특정 필드

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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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ESCAM에서 SCRM_SEQ_NUM 등의 특정 필드를 세팅하여 통화중에 배경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

다.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영상을 전송하거나 가입자에게 편의 장치를 제공하는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는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16)와 접속하기 위한 IP접속과 홈위치등록기(14)(또는 교환기(13))와 접속하기 위한 No.7 신호망

과 접속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alerting service 혹은 image color ring service)를 시작하는 주체는 교환기(1

3)에서 홈위치등록기(14) 조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의 내용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로 전송되어 패킷 데이

터 서비스 노드(16)를 통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된다.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의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은 간단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의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SIS와 같은 캐릭터(character) 형태의 영상, 적은 형태의 자연영상이 가능한 웨이브렛(Wavelet) 등이 가능하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 MPEG-4의 기능이 있을 경우, 이의 재생(play)이 가능하다. 각 이동통신 단말기(11,18)

마다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LCD의 크기 및 색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서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단말기(11,18)로 스트리밍(streaming)까지 가능하여 자연영상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11)로 전송할 수 있다. 즉, MP4 파일 포맷(file format)이나 3GP와 같은 3GPP의 표준 멀티미디어 포맷(format)을 처

리할 수 있다.

만약, 단말기의 알림(alerting)음까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서 전송하는 영상과 함께 오

디오(audio)까지 처리할 수 있다. 즉, 호 알림(alerting)시에, 수신자(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전송(sound color

ring service)함과 더불어,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image color ring 

service 혹은 image alerting service)할 수 있다. 물론, 기 설정해 둔 음악 전송(sound color ring service)과는 독립

적으로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화면에 전송(image color ring service 혹은 i

mage alerting service)할 수도 있다.

SCH에 배경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file format)을 수신하기 전에 약간의 프리엠블(pream

ble)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길이는 운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386비트의 '0'을 사용하고, 이후에 멀티

미디어 파일(multimedia file)이나 파일 포맷(file format)으로 디코딩(decoding) 또는 디스플레이(display)할 수 있

다.

만약, 이동통신 단말기(11,18)에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와 같

은 전송계층(transport layer)까지 형성된 경우에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기지국 및 교환기(13),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 등의 망과 이동통신 단말기(11,18)의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데, 망 및 단말기에 큰 보완없이 서비스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의 링백톤(ring back tone)을 다양하게 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본 발명으로 정의가

가능하므로 발신자의 단말기 화면에 수신자의 영상을 전송하거나 수신자가 미리 설정해 둔 음성 또는 오디오(audio)

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더욱 확장하여, 단말기가 통화중에 특정 버튼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영상과 오디오(audio)를 통화 도중에 전

송하거나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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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20)는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츠를 인터넷에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버(WEB sever)(21),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츠를 무선 데이터 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왑 서버(WAP server)(22), 영상 알림 서비스에 사용될 컨텐츠를 유선 ARS 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자동응답장치(ARS)(23)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즉, 착신자 혹은 수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착신자(수신자)가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 발신자 단말기(11)의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이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호 알림(alerting)시에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화면에 전송하기를 원

하는 수신자(착신자)는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8) 혹은 PC 등의 사용자 단말기(19)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망(CD

MA-2000)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될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미리 설정해 두거나 설정된 영상을 갱신할 수 있다. 이때,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방식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웹 서버(21), 왑(WAP) 서버(22), 자동응답장치(ARS)(23)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

식이 존재한다.

먼저, 영상 알림 서비스(image color ring service 혹은 image alerting service)를 위하여, 호 알림(alerting)시에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화면에 전송하기를 원하는 수신자(착신자)는 자신의 이

동통신 단말기(18) 혹은 PC 등의 사용자 단말기(19)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망(CDMA-2000) 혹은 인터넷 등을 통

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될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미리 설정해 둔다. 이때,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방식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웹 서버(21), 왑(WAP) 서버(2

2), 자동응답장치(ARS)(23)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가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18)로 호를 발신하면(201,202), 발신 교환기(MSC)는 홈위

치등록기(14)를 조회하여 가입자 위치정보 및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203) 착신자(수신자)가 영상 알림 서

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한 후(204), 기지국으로 SVD 데이터 채널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한다(205). 그러면, 기지

국에서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SVD 데이터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206),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16)와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SVD 데이터 채널을 할당한다(207). 그리고, SVD 데이터 채널 할당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음을 발신 교환기(MSC)로 알린다(208).

여기서, 기지국에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송되는 SVD 데이터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에는 SVD의 시작을 알

리고 채널을 설정하는 ECAM의 특정 필드에 알림(alerting)시 영상이 전송됨을 알리므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에서는 ECAM의 특정 필드를 인식하여 알림(alerting)시 영상이 전송됨을 인지하여 미리 영상 디코드(decoder)를 활

성화시킨다.

이렇게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영상 정보를 보낼 수 있는 SVD 데이터 채널이 할당되면, 발신 교환기(MSC)는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로 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하고(209), 이에 대해 영상 알림 서비스 

서버(17)는 기 설정된 영상(착신 가입자 지정 영상)을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로 전송하며(210), 패킷 데이터 서

비스 노드(16)는 망 동기화(network synchronization)에 따라서 기지국으로 세션(session)을 형성하여 영상 알림 서

비스 서버(17)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정보(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달하게 된다(211).

이후, 기지국에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16)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정보(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정보)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로 전달한다(212). 그러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에서는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정보

(착신 가입자가 지정한 영상 정보)를 디코딩하여 화면에 출력한다(212).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인 통화 호 처리 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 로 한다.

이때,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수신자(착신자)가 음악을 기 설정해 둔 경우라면, 전송받은 영상을 표시(image color 

ring service 혹은 image alerting service)함과 동시에 해당 음악과 함께(sound color ring service) 출력할 수 있다

. 물론, 알림(alerting) 음악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독립적으로 영상만을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영상 표시시

단말기 자체에서 기본 음악을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1)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은 통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구성하거나, 통화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알림(alerting)시 전송된 영상은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여, 언제라도 다시 보거나 다른 단말기로의 전송이 가능하도

록 구성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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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알림(alerting)시에, 수신자(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기 설정해 둔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발신 단말기 화면에 전송할 수 있어,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 미리 자신의 모습을 알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고유 캐릭터(character)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호 알림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을 착신자로부터 기 설정해 두는 제 1 단

계;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호 발신(alerting)시, 발신 교환기가 착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동기 방식의 망간에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동기 방식의 망에서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된 착신자가 기 설정한 해당 영상을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상기 영상과 함께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4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 수행후에, 공지의 호 처리 절차를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에 통화를 중재하

는 제 4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는,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영상을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과 함께, 혹은 영상만을

독립적으로 표시하거나, 영상 표시시 단말기 자체에서 기본 음악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

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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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영상, 자연영상, 배경영상을 포함하는 정지영상, 동영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방식의 망에서는,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트래픽 채널로 진입하게 하는 채널 할당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에 알림(alerting)과 함께 영상이 전송됨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동기 방식의 망으로부터 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하면 영상을 디코딩할 준비를 하고, 단말기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영상을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과 함께, 혹은 영상만을 독립적으로 표시하거나, 

영상 표시시 단말기 자체에서 기본 음악을 함께 제공하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통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

지게 하거나, 통화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며, 알림(alerting)시 전송된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영상 알림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 템에,

영상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호 알림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을 착신자로부터 기 설정해 두는 제 1 기

능;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호 발신(alerting)시, 발신 교환기가 착신자가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인지하여,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동기 방식의 망간에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동기 방식의 망에서 영상 알림 서비스에 가입된 착신자가 기 설정한 해당 영상을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동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알림(alerting)시, 상기 착신자가 기 설정해 둔 음악을 상기 영상과 함께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4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기능 수행후에, 공지의 호 처리 절차를 통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에 통화를 중재하

는 제 4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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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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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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