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24 (2006.01)

     H04L 12/28 (2006.01)

     H04L 12/66 (2006.01)

     H04L 29/0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04일

10-0713359

2007년04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5-0010096 (65) 공개번호 10-2006-0089030

(22) 출원일자 2005년02월03일 (43) 공개일자 2006년08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2월03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선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아파트 107동 1301호

김영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진흥아파트 552동 605호

한영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아파트 황골주공1단지 125동

1601호

(74) 대리인 이건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30000646

심사관 : 송인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영상 전화 방법

(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영상 전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망에서 전송되는

영상 전화의 영상을 제 3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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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VoIP 망에서 소정의 디스플레이 기기의 IP 정보를 상대방 이동 통신 단말로 전달하여, 영상 전화를 위해 전달되

는 영상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VoIP 망에서의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

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제 2

이동 통신 단말 간의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과의

영상 송수신을 위한 장치를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 디스플레

이로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3 디스플레이가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

어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영상 전화 서비스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들

을 연결하여 제 2 이동 통신 단말 간의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과의 영상 송수신을 위한 장치를 상기 제3의 디스플레

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기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3

디스플레이가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제3의 디스플레이

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과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이, UDP(User Datagram Protocol) 기반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프로토콜에 의해 영상 전화 서비스 세션을 설정하는 제 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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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전화 서비스 세션을 설정에 따라,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디오 데

이터 송수신하여 음성 통화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과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이, 영상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제공을 요청하여 상기 각각의 이

동 통신 단말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7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의 정보는, 상기 제 3 디스플레이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의 디스

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의 정보는,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 및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는 VoIP(Voice over IP) 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6.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들

을 연결하여 제 2 이동 통신 단말 간의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과의 영상 송수신을 위한 장치를 상기 제3의 디스플레

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의 영상을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전달하여 상기 제3의 디

스플레이로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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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과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는, 미리 설정된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영상 전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망에서 전송되는

영상 전화의 영상을 제 3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란 지금까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

어졌던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IP 망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전화망에

서 하지 못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응용들로서는 웹콜센터, Instance message,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UMS(Unified Messaging System)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응용들을 서비

스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VoIP 구조는 게이트웨이(gateway)와 단말 그리고 호 연결 에이전트(call connection agent)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게

이트웨이는 PSTN 망과 IP망을 연결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며, 이런 게이트웨이를 호 연결 에이전트가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제어하게 된다. 그리고 VoIP 망에서는 기본적으로 H.323과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가 시그널링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IS(International Standard)-95B, 95C 이후의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링크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되고 사용 중인데, 이 중 영상 전화는 어디서나 음성과 영상을 전송하여 원격의 영상을 보면서 통화

가 가능하여 앞으로 이동 통신 단말을 이용한 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이다.

특히 VoIP 망과의 연결을 통해 ALL-IP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 등에서는 영상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욱 다양한 형

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1 은 종래의 영상 전화를 위한 구성 예시도이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영상 전화는, 2개의 이동 통신 단말 A, B(11, 12)에 음성(voice)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

널(101)과 영상(video)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102)를 연결하고, 각각의 이동 통신 단말 A, B(11, 12)의 마이크와 카메

라를 통하여 만들어진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채널(101, 102)을 통해 서로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을 통해 영상 전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VoIP 망(100)을 통해 각각의 채널이 연결되는 것을 예시한다.

이와 같은 종래의 영상 전화는 소정의 이동 통신 단말에서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를 상대방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

여, 서로 원격의 영상을 보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영상 전화는 그 목적지가 늘 각각의 이동 통신 단말에 한정되기 때문에, 휴대성은 높지만 상대방

에게 화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전송하면서 통화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영상 전화는, 이동 통신 단말의 작은 화면을 통해 영상을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으로부

터의 고화질의 영상을 받아도 디스플레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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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VoIP 망에서 소정의 디스플레이 기기의 IP 정보를 상대

방 이동 통신 단말로 전달하여, 영상 전화를 위해 전달되는 영상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제공하도

록 하는 VoIP 망에서의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있어

서,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제 2 이동 통신 단말 간의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과의 영상 송수신을 위한 장치를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3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기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기 제 3 디스플레이가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

로부터 영상을 송수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전화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제 2 이동 통신 단말 간의 영상 전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

과의 영상 송수신을 위한 장치를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이동 통신 단말

이, 상기 제 2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의 영상을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전달하여 상기 제3의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도록 제

어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a 내지 도 2b 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이 적용되는 VoIP 영상

전화 시스템의 구성 예시도이다.

여기서, 도 2a 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을 위한 설정 동작을 예시하

는 구성도이다.

도 2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는, 2개의 이동

통신 단말 A, B(21, 22)에 음성(voice)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201)과 영상(video)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202)를 연

결하고, 각각의 이동 통신 단말 A, B(21, 22)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하여 만들어진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채널(201, 202)을 통해 서로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을 통해 영상 전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VoIP 망(100)을 통해 각각의 채널이 연결되는 것을 예시한다.

이때, 이동 통신 단말 B(22)가 전송되는 영상을 댁내의 TV와 같은 제 3 의 디스플레이(23)를 통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 B(22)는 이동 통신 단말 A(21)에 대해 해당 디스플레이(23)의 IP 주소를 전달하여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

한 채널(202)를 종료하고 해당 디스플레이(23)와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203).

또한, 이동 통신 단말 B(22)는 디스플레이(23)에 대해 이동 통신 단말 A(21)의 IP 주소를 전달하여(204) 영상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구성할 때 디스플레이(23)에서 출발지 주소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 2b 는 도 2a의 설정 동작에 의해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채널(205)이 구성된 경우를 예시한다.

즉, 2개의 이동 통신 단말 A, B(21, 22)에 음성(voice)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201)은 그대로 유지되며, 도 2a 에서의 영

상(video)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202)은 종료되고, 이동 통신 단말 A(21)와 디스플레이(23) 사이에 영상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새로운 채널(205)이 구성됨을 예시한다.

여기서, 이동 통신 단말 A(21)는 음성 데이터는 201 채널을 통해 이동 통신 단말 B(22)로 전달하고, 영상 데이터는 205 채

널을 통해 디스플레이(23)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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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은 필수적으로 디스플레이(23)가

IP 주소를 갖고 있을 것을 요한다. 즉, 디스플레이(23)의 IP 주소가 없으면, 이동 통신 단말 A(21)가 영상 데이터를 전달할

목적지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도 2a 내지 도 2b의 구성을 통해, 이동 통신 단말 B(22)의 사용자는 예컨대 TV와 같은 디스플레이(23)를 통해

상대방의 영상을 보면서 이동 통신 단말 B(22)를 통해 통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디스플레이(23)는 TV 뿐만 아니라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기기는 다양한 포맷의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되는 영상 데이터가 고해상도

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해상도의 손실없이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이 적용되는 VoIP 영상 전화 시스템

의 제 2 실시예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이 적용되는 VoIP

영상 전화 시스템의 제 2 실시예는, 기존의 영상 전화 연결을 종료시키지 않고 디스플레이(33)로의 영상 데이터 전송을 이

동 통신 단말 B(32)에서 수행하는 것을 예시한다.

즉, 2개의 이동 통신 단말 A, B(31, 32)에 음성(voice)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301)과 영상(video)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302)를 연결하고, 각각의 이동 통신 단말 A, B(31, 32)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하여 만들어진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

이터를 각각의 채널(301, 302)을 통해 서로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을 통해 영상 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동 통신 단말 B(32)가 이동 통신 단말 A(31)로부터 전달받은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33)로 전달하여(303) 해당 디스

플레이(33)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VoIP 망(100)을 통해 각각의 채널이 연결되는 것을 예시한다.

이 경우에 이동 통신 단말 B(32)와 디스플레이(33) 간의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은 VoIP 망(100)을 통해 연결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블루투스, 지그비, 무선 랜 등의 다양한 근거리 통신 방식을 통해 연결이 될 수 있음

은 자명하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도 2a 내지 도 2b의 구성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을

예시한다.

우선, 이동 통신 단말 A(21) 및 이동 통신 단말 B(22)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기반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프로토콜에 의해 영상 전화 서비스 세션을 설정하면(401, 402)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

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디오 데이터 송수신하여 음성 통화 서비스가 가능하다(403).

이동 통신 단말 A(21) 및 이동 통신 단말 B(22)의 영상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VIDEO ON"를 요청하면(404), 각각의 이동

통신 단말(21, 22)에 부착된 카메라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H.261을 코덱으로 사용하여 영

상 데이터를 송수신 한다(405).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을 위해서 이동 통신 단말 A(21)는 사용자로부터 영상 송수신

장치 변경 명령을 받아(406), 이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23)의 IP를 포함하는 영상 서버 변경 메시지를 이동

통신 단말 B(22)로 전달한다(407).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23)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 통신 단말 B(22)

의 IP를 포함하는 영상 서버 변경 메시지를 전달한다(408).

그리고 이동 통신 단말 A(21)와 이동 통신 단말 B(22) 간의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의 연결을 종료하고(409), 이동

통신 단말 B(22)와 디스플레이(23) 간의 비디오 데이터 송수신 채널을 구성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송수신한다(410). 이때,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은 여전히 이동 통신 단말 A(21)와 이동 통신 단말 B(22) 간에 이루어진다.

이상의 본 발명의 실시예를 통해 디스플레이는 영상 데이터를 전달받아 표시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나, 해당 디스플레이

에 카메라 등의 영상 구성 장치가 탑재된 경우 그를 통해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상대방 이동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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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플로피 디

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영상 전화를 위해 전달되는 영상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여,

영상 전화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영상 전화를 위한 구성 예시도.

도 2a 내지 도 2b 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이 적용되는 VoIP 영상

전화 시스템의 구성 예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이 적용되는 VoIP 영상 전화 시스템

의 제 2 실시예.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영상 전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타이밍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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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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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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