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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발신측의 제1 단말기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와, 상기 제1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간의 통신을 위한 기지국 및 교
환기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교환기에 의해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2 단말기에 화상
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을 나타내는 화상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부가 제공된다. 상기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을 통해 수신한다. 상기 설정 메시지
에 응답하여 상기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를 상
기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
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7
색인어
발신자 식별정보, 화상정보, 방문자위치등록기(VLR), 홈위치등록기(HLR)

명세서

-1-

등록특허 10-041699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1은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발명이
발명의
발명의
발명의
발명의
발명의
발명의
발명의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동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제1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화상정보를 방문자위치등록기(VLR)에 등록하는 처리 흐름도.
제2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화상정보를 방문자위치등록기에 등록하는 처리 흐름도.
실시예에 따른 방문자위치등록기에 저장된 가입자 화상정보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
제1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제2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유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착신 단말기에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통신시스템은 가입자들에게 단순히 음성 통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태이었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 사업자들의 노력, 그리고 유무선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음성 통화 이
외에도 각종의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새로이 서비스되고 있는 발
신자번호 표시 서비스(Caller ID Service)가 있다. 상기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는 호 설정 이전에 발신자의 전화번호
를 착신자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사전에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누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인지를 확인
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상기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는 착신자에게 발신자 정보의 일부인 전화번호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착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기에는 부족한 서비스라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신자에게 발신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
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발신측의 제1 단말기, 제1 기지국 및 제1 교환기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 제
2 기지국 및 제2 교환기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착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화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1 방문자위치등록기(VLR)를 상기 제1 교환기에 제공하고, 상기 제2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
각이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2 방문자위치등록기를 상기 제2
교환기에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를 상기 제1
기지국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
정보가 상기 제1 방문자위치등록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
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
하는 과정과,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
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
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출원의 발명자들은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단지 음성과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호 설정
이전에 착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는 발신자의 전화번호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또한 상기 발명자
들은 2.5세대 혹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면 화상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또한 화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말기 역시 보편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착안에 기초하여, 상기 발명자들은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미리 가입자들의 화상정보를 등록한 후 등록된 화상정보를 착신자에게 호 설정 이전에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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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발명은 이동 통신망을 통한 이동 통신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
고, 공중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통한 유선 통신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서는 본 발명이 이동 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동 통신시스템의 망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이동 통신시스템으로
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이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
cation System)와 같은 CDMA방식, 개인휴대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방식의 이동 통신시스템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이동 통신시스템은 홈위치등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 80, 교환기(MSC: Mobile
Switching Center) 70,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 64, 기지국 송수신기(BTS: Base station Tra
nsceiver Subsystem) 62 및 이동국(단말기)(MS: Mobile Station) 50을 포함한다. 하나의 이동 통신시스템은 복수의
HLR 및 MSC가 상호 연동되어 가입자 관리 및 호 교환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HLR 80에는 복수의 MSC
70들(MSC1 70a, MSC2 70b)이 접속되고, 상기 MSC 70에는 복수의 BSC 64들(64a,64b,64c)이 접속된다. 상기 MS
C1 70a에는 BSC 64a,64b가 접속되고, 상기 MSC2 70b에는 BSC 64c가 접속된다. 상기 BSC 64에는 복수의 BTS 6
2들(62a～62f)이 접속된다. 상기 BSC 64a에는 BTS 62a,62b가 접속되고, 상기 BSC 64b에는 BTS 62c,62d가 접속
되고, 상기 BSC 64c에는 BTS 62e,62f가 접속된다. 통상 BSC와 BTS는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 통칭된다.
상기 MSC 70은 BSC 64, 일반공중전화망(PSTN: 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및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의 접속을 제어한다. 상기 BSC 64는 무선링크 및 무선링크 제어, 핸드오프 기능들
을 수행한다. 상기 BTS 62는 MS 50과 함께 무선통신로를 구성하고 무선자원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상기
HLR 80은 가입자 위치등록 기능 및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VLR 72a,b는 해
당 MSC(즉 MSC0 70a, MSC1 70b)가 담당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MS 50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
스이다. 만약 MS 50이 다른 영역으로 벗어나게 되면 저장된 정보도 삭제된다.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 시스템은 호가 설정되면 해당 MS 50과 BTS 62는 무선 채널을 할당하고 BTS 62와 BSC 64,
BSC 64와 MSC 70, MSC 70과 자체망 또는 외부망(예를 들면, PSTN)과의 통화로를 할당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호
가 이루어지게 한다. 호가 설정되어 통화중일 경우 무선환경 및 음영지역 등의 이유로 인하여 특정 시간동안 통화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통상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강제적으로 상기 호를 종료시킨다.
하기에서는 전술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 제공 동작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 제공 동작은
사전에 복수의 가입자들, 즉 단말기들을 나타내는 화상정보를 등록하는 동작과,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가 발
생할 시 해당하는 가입자를 나타내는 화상정보를 착신측 단말기에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하는 동작으로 크게 구
분될 수 있다. 상기 등록 동작은 후술될 도 2 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흐름에 따라 수행되고,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 표시 동작은 후술될 도 4 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흐름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은 도 1에 도시된 BSC 64a에 의해 제어되는 단말기 50이 발신측 단말기이고, BSC 64c에 의해 제어되
는 단말기(도시하지 않음)가 착신측 단말기이고, HLR 80에 복수의 단말기들에 대한 가입자정보 및 화상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상기 HLR 80에의 가입자정보 및 화상정보 등록은 이동 통신시스템 사업
자에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LR 및 VLR에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읽어들이는 동작
은 교환기의 제어부에 수행되지만, 하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HLR 및 VLR이 직접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
보를 읽어들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화상정보를 VLR 72a에 등록하는 처리 흐름도이다. 이러한 처리 흐름은
HLR 80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화상정보를 VLR 72a로 가져오는 동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작은 단말기 50을 상
기 VLR 72a에 위치 등록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111단계는 HLR 80에 복수의 단말기들의 각 가입자들에 대한 화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
이다. 112단계에서 단말기 50이 위치등록을 요구하면, 113단계에서 VLR 72a는 HLR 80에 상기 단말기 50의 가입자
정보를 요구한다. 114단계에서 HLR 80은 해당하는 가입자인 상기 단말기 50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VLR 72a에 전
송한다. 이때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에는 가입자 화상정보가 포함된다. 115단계에서 상기 VLR 72a는 상기 HLR 80으
로부터 전송된 상기 단말기 50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화상정보를 VLR 72a에 등록하는 처리 흐름도이다. 이러한 처리 흐름은
HLR 80에 가입자 화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대신에 초기 등록 절차나 사용자 요구에 의해 가입자 화상정보를 VL
R 72a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자 요구란 단말기의 특정 모드(예: 가입자 화상정보 등록모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가입자 화상정보를 VLR 72a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121단계에서 단말기 50은 가입자 화상정보 등록을 요 구하고, 화상정보를 VLR 72a로 전송한
다. 122단계에서 VLR 72a는 단말기 50으로부터 전송된 화상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123단계에서 VLR 72a는
수신된 화상정보를 저장하였음을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단말기 50으로 전송하여 단말기 50의 가입자 화상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통보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VLR 72a에 저장된 가입자 화상정보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VLR 72a에는 복수의 단말기들, 즉 복수의 가입자들 각각에 대한 일련의 화상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이러한 화상정보로는 정지화상의 이미지 데이터, 캐릭터(character)의 이미지 데이터, 동
화상의 이미지 데이터 등이 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처
리 흐름은 발신측의 제1 단말기(MS1), 제1 기지국(도시하지 않음) 및 제1 교환기(MSC1)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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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제2 기지국(도시하지 않음) 및 제2 교환기(MSC2)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수행된다. 상기 제1 교환기
에는 상기 제1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1 방
문자위치등록기(VLR)가 제공된다. 상기 제2 교환기에는 상기 제2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이 화
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2 VLR이 제공된다. 상기 제1 VLR에 저
장되는 화상정보는 전술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위치등록 요구에 응답하여 HLR 80으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되는 화상 정보이거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화상정보 등록 요구와 함께 제공되는 화상정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131단계에서 상기 제1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SETUP) 메
시지를 상기 제1 기지국을 통해 수신한다. 이때 상기 설정 메시지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정보인 CID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32단계에서 상기 제1 교환기는 상기 설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화상정보 요청을 위한 "Picture Req"
메시지를 상기 제1 VLR에 송신하여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상기 제1 VLR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133단계에서 상기 제1 VLR은 등록된 화상정
보를 상기 제1 교환기로 제공한다. 134단계에서 상기 제1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화상정보(PCID정보)
를 상기 설정메시지에 추가하여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한다.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가 포함된 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된 설정 메시지에 화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수
신된 설정 메시지에 화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35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2 VLR로 "INFO Req"
메시지를 송신하여 착신측 가입자인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문의한다. 제2 단말기
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제2 VLR은 136단계에서 "INFO
Rsp" 메시지를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한다. 상기 "INFO Rsp" 메시지에 응답하여 137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설정 메시지를 상기 제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
신한다. 이때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되
는 경우에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설정메시지를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한다. 단말기
가 화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인지 여부는 단말기에 대해 고정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가변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는 SIM(Subscriber Identifier Module) 카드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예: GSM 단말기)는 그 가입자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가 아니다. 이에 따라 상기 제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처
리 흐름은 발신측의 제1 단말기(MS1), 제1 기지국(도시하지 않음) 및 제1 교환기(MSC1)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M
S2), 제2 기지국(도시하지 않음) 및 제2 교환기(MSC2)과, 홈위치등록기(HLR)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수행
된다. 상기 이동 통신시스템에는 상기 제1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
보를 저장하고 있는 홈위치등록기(HLR)가 제공된다. 상기 제2 교환기에는 상기 제2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
말기들 각각이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2 VLR이 제공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141단계에서 상기 제1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 터 통화 시도에 따른 제1 설정메시지를
상기 제1 기지국을 통해 수신한다. 이때 상기 제1 설정메시지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인 CID 정보가 포함
된다. 상기 제1 설정메시지에 응답하여, 142단계에서 상기 제1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설정메시지를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한다. 상기 제2 설정메시지에 응답하여, 143단계 및 144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상기 제2 VLR을 통해 확인한다. 즉, 143단
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상기 제2 VLR로 문의하고,
144단계에서 상기 제2 VLR은 문의 결과에 따라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상기
제2 교환기로 통보한다.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145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
기 제1 VLR에 저장된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를 요청한다. 상기 화상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146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기 HLR에 저장된 상기 제1 단말기의 화상정보를 수신한다. 147단계에서 상기 제2 교환기는 상
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
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제1 단말기 210은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때 제1 단말기 210은 가입자
정보인 CID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CID 송 신부 212를 구비하고, 상기 설정 메시지에 상기 제1 단말기 20의 가입자
정보인 CID 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한다. 제1 기지국 220과, 교환기 230과, 제2 기지국 240은 교환장치를 구성한다.
상기 제1 기지국 220은 상기 제1 단말기 220을 무선으로 접속하고, 상기 교환기 230에 유선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2
기지국 240은 상기 교환기 230에 유선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2 단말기 240을 무선으로 접속한다. 상기 교환기 230
은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을 나타내는 화상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화상정보 저장부(위치 등록기) 232를 구비하고, 상기
제1 기지국 220 및 상기 제2 기지국 240을 통해 각각 상기 제1 단말기 210과 상기 제2 단말기 250간의 신호 송수신
을 제어한다. 상기 화상정보 저장부 232는 홈위치등록기(HLR) 또는 방문자위치등록기(VLR)이 될 수 있으며, 상기
화상정보 저장부 232에 저장되는 화상정보는 복수의 단말기들을 각각 나타내는 정지화상, 캐릭터, 동화상과 같은 이
미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상기 화상정보 저장부 232가 방문자위치등록기인 경우, 상기 방문자위치등록기에 저장되
는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등록 요구시 상기 교환기의 홈위치등록기(HLR)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되는 화
상정보이다. 상기 교환기 230은 상기 제1 기지국 220을 통한 상기 제1 단말기 210으로부터의 설정메시지에 응답하
여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상기 화상정보 저장부 232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되는
경우 상기 교환기 230은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국 240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 25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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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신한다. 상기 제2 단말기 250은 상기 제2 기지국 240을 통해 상기 교환기 230으로부터 송신된 가입자 정보(CI
D) 및 화상정보(PCID)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 252 와, 표시부 254를 구비한다. 상기 수신부 252에 수신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는 상기 표시부 254상에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표시부 254의 상단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화상정보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
자 정보 "011-123-4567"이 표시된다. 이러한 표시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 250의 가입자인 착신자는 발신자의 정보
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이동 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명의 사상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상정보의 표시가 가능한 유선 단말기들간의 통신을 가
능하게 하는 유선 통신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화상의 발신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유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제1 전화기 310은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제1 전화기 310은 교환기
330에 유선 접속된다. 상기 교환기 330은 복수의 전화기들 각각을 나타내는 가입자 정보(CID: Caller Identifier) 및
화상정보(PCID: Picture Caller Identifier)를 저장하고 있는 화상정보 저장부 332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전화기 310
과 상기 제2 전화기 350간의 신호 교환 동작을 위한 것으로, 국설 교환기 또는 사설 교환기가 될 수 있다. 상기 화상
정보 저장부 332에 저장되는 화상정보는 복수의 전화기들을 각각 나타내는 정지화상, 캐릭터, 동화상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상기 교환기 330은 상기 제1 전화기 310으로 부터의 설정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전화기
310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를 상기 화상정보 저장부 332로부터 확인한다. 확인되는 경우 상기 교환기 330은 상
기 제1 전화기 310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를 상기 설정메시지에 붙여서 상기 제2 전화기 350으로 송신한다. 상
기 제2 전화기 350은 상기 교환기 330으로부터 송신된 가입자 정보(CID) 및 화상정보(PCID)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부 352와, 표시부 354를 구비한다. 상기 수신부 352에 수신된 상기 제1 전화기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는 상기 표
시부 354상에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표시부 354의 상단에는 상기
제1 전화기의 화상정보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상기 제1 전화기의 가입자 정보 "011-123-4567"이 표시된다. 이러한
표시로부터 상기 제2 전화기 350의 가입자인 착신자는 발신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착신자에게 발신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뿐만 아니라 화상정보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발신측의 제1 단말기, 제1 기지국 및 제1 교환기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 제2 기지국 및 제2 교환기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착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화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1 방문자
위치등록기(VLR)를 상기 제1 교환기에 제공하고, 상기 제2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이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2 방문자위치등록기를 상기 제2 교환기에 제공
하는 과정과,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를 상기 제1 기지국을 통해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설정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상기 제1 방문자위치등록
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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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수신하 고,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
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함으로써 상기 제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
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
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말기가 화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인 경우,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
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의 통화 시도에 따른 설정 메시지에는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정보가 포함
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정지화상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캐릭터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동화상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문자위치등록기에 저장되는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등록 요구시 홈위치등록
기(HLR)로부터 수신되는 화상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발신측의 제1 단말기, 제1 기지국 및 제1 교환기와, 착신측의 제2 단말기, 제2 기지국 및 제2 교환기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착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화상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홈위치등록
기(HLR)를 제공하고, 상기 제2 기지국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단말기들 각각이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
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방문자위치등록기를 상기 제2 교환기에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통화 시도에 따른 제1 설정메시지를 상기 제1 기지국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설정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설정메시지를
상기 제2 교환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2 설정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
를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홈위치등록기에 저장된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의 화상정보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홈위치등록기에 저장된 상기 제1 단말기의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를 상기 제2 기지국을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 송신
함으로써 상기 제2 단말기의 표시부상에 상기 제1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화상정보가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표시되
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제2 교환기에서 상기 방문자위치등록기로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문의
하는 단계와,
상기 문의에 따라 상기 방문자위치등록기에서 상기 제1 단말기가 화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상기 제2 교환기로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정지화상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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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캐 릭터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 가입자를 나타내는 동화상의 이미지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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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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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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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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