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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의 실행 방

법과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전화 통신을 위한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와

, 이 단말기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및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행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단말기는 외부 통신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서, 안테나와 RF 송

신기, 채널 부호화기, RF 수신기, 채널 복호화기 및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수단과,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

며 키패드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

과,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는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과, A/D 변환기, 음성 부호화기, D/A 변환기, 음성 복호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멀디미디어 데이터 복호화

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위필드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

터 복호화기는 상기 채널 복호화기로부터 온 데이터 및/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부터 온 데이터를

처리하며, 처리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 중 대응하는 수단에게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b

색인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 보코더, 화상 복호화기, 암호 해독기, 멀티미디어 복호화기, 내

장/착탈실 비휘발성 메모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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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외부장치를 통한 멀티미디어데이터 저장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외부장치 없이 멀티미디어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외부장치를 통한 멀티미디어데이터 저장방법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멀티미디어데이터의 재생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데이터 포맷 구성의 일 실시예.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 단말기의 콘텐츠 실행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00,2100: 마이크 200,2200: A/D 컨버터

300,2300: 음성부호화기 400,2400: 채널부호화기

500,2500: RF 송신기 600,2600: 듀플렉서

700,2700: 안테나 800: 메모리

900,2900: 마이크로프로세서 1000,2920: 키패드

1100,3900: LCD 1200,3800: LCD 구동기

1300,3100: 채널복호화기 1400,3000: RF 수신기

1500,3500: 스피커/이어폰 1600,3400: D/A 컨버터

1700,3300: 음성복호화기 2800: 내장/착탈실 비휘발성 메모리

2910: 이어폰 제어 버튼 2930: 터치스크린 패널

2940: 발향기 2950: 외부장치

2960: 부저 2970: LED

2980: 진동기 3200: 멀티미디어 복호화기

3600: 암호해독기 3700: 화상복호화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 및 이러한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과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 멀

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포맷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음성인 경우에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음성 압축기로 압축

된 형태의 음성 데이터가 사용되며, 문자와 화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구동될 수 있는 데

이터 또는 압축된 데이터 형태가 사용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 예컨대, 스피커(speaker), LCD, 부저(buzzer), LED, 진동기(vibrator), 냄새를 낼 수 있는 발향(發香)기 등

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입력 수단 예컨대, 키패드(key pad), 마이크(microphone), 터치 스크린 패널(

touch screen panel), 이어폰 제어버튼(earphone control button) 등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가 마이

크, 터치 스크린 패널 또는 키패드 등을 이용하여 입력을 요청하면 휴대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입력을 마이크, 

터치 스크린 패널, 이어폰 제어버튼 또는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하여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 포맷을 사용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은 휴대 전화 단말기내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가

능한 멀티미디어 복호화기에서 각각의 필요한 형태로 분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되어 있다.

도 1 은 종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 을 이용하

여 종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의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도시 아니함)으로부터 안테나(700)를 통해 들어온 고주파 신호는 듀플렉서(600)를 거치고, RF 수신기(1400)

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바뀌며 채널 복호화기(1300)를 통해 문자 데이터는 문자 사서함에 저장되거나 LCD(1100)에 

디스플레이된다. 입력된 고주파 신호가 음성 데이터인 경우 음성 복호화기(1700)와 D/A 변환기(1600)를 거쳐 스피

커나 이어폰(1500)으로 출력된다.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마이크(100)로 입력된 음성 신호는 A/D 변환기(200

)를 거쳐 음성 부호화기(300)를 통과한 후 채널 부호화기(400)와 RF 송신기(500)를 차례로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송신할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키패드(1000)를 통해 입력된 문자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기

(400)와 RF 송신기(500)를 사용하여 송신한다. 종래 기술 가운데, 멀티미디어 GSM(Groupe Special Mobile) 휴대 

단말기를 위한 단일 칩 구현 기술은 예컨대, 미국 특허 제5,799,091호(Single chip solution for multimedia GSM m

obile station systems)에 개시되어 있다. 이 종래 발명은 기저대역 무선 전송, 기저대역 인터페이스와 여파(filtering

), 원천 부호화(source coding), 원천 인터페이스와 필터링, 제어 및 통제, 전원과 클럭 관리,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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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 메모리 관리, 코드 압축, 디지털 신호 처리와 같은 GSM 기능들을 단일 칩 CMOS 기술로 구현한다. 한편, 미

국 특허 제5,926,624호(Digital information library and delivery system with logic for generating files targeted

to the playback device)에는 복수의 디지털 정보 파일을 갖는 도서관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 도서관 서버와 연

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 및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 탈부착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제

공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정보 파일의 다운로드를 도서관

서버에게 요청하는 로직과,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정보 파일을 휴대용 장치에 다운로드하는 로직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데이터 입출력은 음성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휴대폰

의 일부의 입출력 단자를 통한 데이터 등이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

에서 휴대 전화 단말기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 통신 환경에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및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는 이동 전화 통신을 위한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

리한다.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는, 외부 통신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서, 안테나와 RF 송

신기, 채널 부호화기, RF 수신기, 채널 복호화기 및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수단과,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

며 키패드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

과,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는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과, A/D 변환기, 음성 부호화기, D/A 변환기, 음성 복호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멀디미디어 데이터 복호화

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위필드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

터 복호화기는 상기 채널 복호화기로부터 온 데이터 및/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부터 온 데이터를

처리하며, 처리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 중 대응하는 수단에게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 단말기의 콘텐츠 실행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행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행하

는 도중에 기지국으로부터 호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일지 중지하는 단계; 상기 호

요청에 응답하는 단계; 상기 호 요청 응답이 종료한 후, 상기 일시 중지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실행 중단 명령이 접수되면 상기 중지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중단

하고, 사용자로부터 실행 계속 명령이 접수되면 콘텐츠의 실행이 중단된 이후부터 콘텐츠 실행을 다시 할 것인지 콘

텐츠의 처음부터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멀티미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계속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테츠를 제공하는 방법은, 복수의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갖는 페이로드 필드와 헤더 필드로 된 포맷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와, 복수의 휴대 전화 

단말기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의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와,상기 콘텐츠를 요청한 휴대 전화 단말기로

부터 사용자 정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단계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휴대 전

화 단말기에 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를 요청한 휴대 전화 단말기에게 해당 전화 단말기의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되고 수정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

위필드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포맷

으로 되어 있으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는 콘텐츠를 외부 장치로 전송하여 이 외부 장치를 통해

콘텐츠가 휴대 전화 단말기로 전달되도록 하거나, 휴대 전화 단말기에 직접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구현예와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내부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단말기는 

종래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와 기본 구성은 같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본 발명의 휴대 전화 단말기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 암호 해독기(3600), 발향기(2940) 및 내장/착탈식 비휘발성 메모리(2800)를 더 구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암호해독기(3600)를 구비하고 있는 점도 본 발명의 특징이

다. 또한 메모리(2800)도 내장식 및 착탈식의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하였다는 점이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채널 부호화기(2400), RF 송신기(2500), 듀플렉서(2600), 안테나(2700), RF 수신기(3000), 채널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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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3100)는 외부 통신 장치 예컨대, 이동 통신 교환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이터 통신 수단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바와 같이, 채널 부호화기(2400)는 오류 정정을 위한 예컨대, 콘볼

류션 부호기(convolution encoder)이다. 채널 복호화기(3100)는 채널 부호화기(2400)와 반대의 동작을 한다. 안테

나(2700)는 전자기 고주파 신호를 송수신하며, RF 송신기(2500)와 RF 수신기(3000)는 듀플렉서(2600)를 통해 하나

의 안테나(2700)를 공유한다. 휴대 전화 단말기 사용자의 입력은 마이크(2100), 키패드(2920), 터치 스크린 패놀(29

30)과 같은 입력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수단인 메모리(2800)에 저장되고, 멀티

미디어 데이터는 스피커/이어폰(3500), LCD 디스플레이 스크린(3900), 발향기(2940), 부저(2960), LED(2970), 진

동기(2980)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을 통해 출력된다.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는 A/D 변환기(2200), 음성 부호화기(2300), D/A 변환기(3400), 음성 복호화기(3300), 마이크로프로세서(2900), 멀

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수단에 의해 처리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

는 채널 복호화기(3100) 또는 암호 해독기(3600)로부터 오는 데이터 및/또는 메모리(2800)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처

리하며, 처리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 중 대응하는 수단에게 분배한다. 멀

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00)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암호 해독기(3600)는 메모리(2800)로부터 읽어들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

는 경우 이를 해독하며, 음성 복호화기(3300)와 화상 복호화기(3700)는 각각 음성 데이터와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고,

발향기(2940)는 마이크로프로세서(2900)의 명령에 따라 소정의 향을 만들어 출력한다. 터치 스크린 패널(2930)은 

휴대 전화 단말기에 설치된 화면을 사용자가 손가락 등으로 터치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이고, 이어폰 제어

버튼(2910)은 휴대 전화 단말기의 외부에 연결된 이어폰의 볼륨을 제어하며, LED(2970)은 휴대 전화 단말기의 상태

를 표시한다. 본 발명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처리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sub-field),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

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위필드 및 상

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포맷으로 되어 있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포맷에 대해서는 도 7을 참조로 후술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본 발명의 방법들은 모두 상술한 본 발명의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를 위한 방법이다. 도 2에 나

타낸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내부 구성들의 기능과 상호 작용 등은 아래의 설명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하의 저장 방법 설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휴대 전화 단말기

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첫번째 방법은, 도 3 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장치(예컨대, 도 2의 '2950')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지

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 장치를 통해 휴대 전화 단말기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

공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외부 장치(2950)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인터넷, PC 통신망 및 휴대용 저장 

수단 가운데 하나를 통해 수신하여 이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2900)와의 통신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이 때 외부 장치(2950)는 인터넷 및 PC 통신망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휴대용 저장 수단은 CD-ROM이나 디

스켓과 같이 휴대할 수 있는 기록 매체를 뜻한다. 그리고 외부 장치(2950)는 마이크로프로세서(2900)와 유선 또는 무

선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송수신한다.

본 방법은 도 3a 에서 보듯이 외부 장치(2950)에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용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s

100) 외부 장치와 휴대 전화 단말기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로를 설정하고(s200), 휴대 전화 단말

기는 설정된 통신로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수신하며(s300), 수신된 콘텐츠는 메모리(2800)에 저장

된다(s400).

이의 상세한 흐름도는 도 3b 에 도시되어 있다. 즉 다운로드를 수행할 경우에 외부 장치(2950)는 다운로드전용 프로

그램을 실행하고(s100),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은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2900)와의 통신

로를 설정하고(s200), 사용자를 위한 윈도우를 만들어 하드디스크, CD-ROM, 디스켓 등과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윈도우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가 서비스 업체의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직접 서버에 연결시켜준다.

서버에 직접 연결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서(s205), 서버에 직접 연결하고자 하면 우선 서버 주소를 입력해서(s210) 

서버에 접속하고,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s215).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 뒤 서버를 검색하고(s220) 검색을 통

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선택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수신 받을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

보(예: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한다 (s225). 휴대 전화 단말기로 즉시 다운로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

를 확인한다(s230). 만약 즉시 요청할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시작될 때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휴

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와 실제 외부장치(2950)와 연결된 다운로드를 받는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다(s240). 확인 결과 만약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상이하다면 다운로드를 실

행할 수 없고 상기 단계(s225)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만약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같으면 휴대 전화 단말기의 비휘발성 메모리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s320), 외부장치(2950)에 속한 휴대용 저장수단에 저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s420), 확인 결과 저장하기를 원하면 

외부장치에 속한 휴대용 저장수단에 저장하고(s440) 저장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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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단계(s230)의 확인 결과 즉시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외부장치에 속한 휴대용 저장수단에 저장

한다(s440).

한편 정보가 이미 PC와 같은 외부장치의 휴대용 저장수단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살펴본다. 즉 상기 단계(s205)의 

확인 결과 정보가 이미 외부장치의 휴대용 저장수단에 입력되어 있어서 서버에 직접 연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휴대

용 저장 수단의 콘텐츠를 검색해서(s245), 콘텐츠를 선택하고(s250), 휴대 전화 단말기로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요청

한다(s252). 상기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휴대 전화 단말기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s254). 상기 확

인결과 휴대 전화 단말기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휴대 전화 단말기로 콘텐츠 다운로드를 수행하고(s33

0), 만약 휴대 전화 단말기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상기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은 사

용자가 입력한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와 실제 외부장치(2950)와 연결된 다운로드를 받는 휴대 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다(s260). 그리고 상기 확인 결과 두 정보가 같으면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로 다운로드받고(s330) 같지 않으면 종료한다.

이밖에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은 사용자를 위한 윈도우를 외부장치에서 실행하여 현재 휴대 전화 단말기내에 저장

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와 휴대 전화 단말기내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양에 관한 정보 등을 수신받아 윈도우를 통해 

제공한다. 이때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된 정보는 윈도우에서 저장 및 삭제 같은 편집기능이 제공되어 휴대 전화 단말기

내의 불필요한 멀티미디어데이터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윈도우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

은, 멀티미디어데이터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업체로부터 안테나(

2700)를 통해 전송 받아 RF 수신기(3000), 채널 복호화기(3100)를 거쳐 비휘발성 메모리 (2800)에 저장하는 것이다

. 이 방법은 도 4 에 도시되어 있다.

도 4 의 방법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업체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사용자가 휴대 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콘텐츠 제

공 업체에 접속한다(s500). 접속한 다음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검색하여(s510) 필요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

텐츠를 선택하고(s520), 선택한 콘텐츠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s530). 요구된 콘텐츠를 기지국을 통해 안테나(2700

)로 수신받아(s540) RF 수신기(3000)를 거쳐(s550) 채널 복호화기(3100)에 입력한다(s560). 이후 채널 복호화기 (3

100)의 출력 신호를 바로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s570). 출력 신호를 바로 실행할 것이 아니면 비휘발성 메

모리(2800)에 저장하여(s630) 필요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채널 복호화기(3100)를 통과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바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

호화기(3200)를 통해 복호화 한 뒤, 미디어 복호화기(3300)(3700)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s590). 확인 결과 미

디어 복호화기 (3300)(3700)가 필요하면 음성 데이터와 화상 데이터일 경우에 필요한 미디어 복호화기(3300)(3700)

를 각각 선택하여 복호처리를 하고(s600) 처리 결과를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한다(s610).

그러나 만약 상기 확인 결과 미디어 복호화기(3300)(3700)가 불필요하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를 통해

복호화한 데이터를 바로 출력 단자(2940)(2960)(2970)(2980)(3900)를 통해 출력한다.

출력 단자(2940)(2960)(2970)(2980)(3500)(3900)를 통해 출력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s620) 

저장하기로 결정했으면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고(s630) 끝내고 만약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바로 끝낸다.

만약 상기 입력된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미디어 복호화기(3300) (3700)를 통과하지 않고 필요한 출력 단

자(3900)를 이용하여 출력된다. 출력 단자(3900)를 이용하여 출력이 끝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는 저장이 필요

할 경우 저장 판단 과정(s620)을 통해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저장된다. 이 때 출력 단자는 스피커/이어폰(3500), 

LCD(3900), 부저(buzzer)(2960), LED(2970), 진동기 (vibrator)(2980), 냄새를 낼 수 있는 발향기(2940) 등을 포함

하며 이들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세 번째 방

법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의 방법은 인터넷 또는 PC 통신망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외부 장치로

전송받아 이 외부 장치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먼저 외부 장치(2950)를 통해 인터넷 혹은 PC 통신망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한 다음(s710)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한다(s720). 선택한 콘텐츠를 기지국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받기 위해 필요

한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입력한다(s730). 따라서 입력된 정보에 의해 휴대 전화 단말기는 기지국의 안테나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수신 받고(s740) RF 수신기를 거쳐 채널 복호화기에 입력한다(s750). 이후 채널 복호화

기의 출력 신호를 바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s760). 바로 실행할 것이 아니면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저장하

여(s830) 필요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반면에 채널 복호화기(3100)를 통과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

텐츠를 실행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로 전송하고(s780), 미디어 복호화기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s790), 만약 필요하면 음성 데이터일 경우엔 음성 복호화기(3300)를 선택하고 화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화상 복호화

기(3700)를 선택하여(s800) 해당 출력 단자를 통해 출력한다(s810).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디어 복호화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디어 복호화기를 통과하지 않고 필요한 출력단을 이용하여 바

로 출력한다(s810). 출력 단자를 이용하여 출력이 끝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의 저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서(s820) 필요할 경우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저장한다(s830). 출력 단자는 스피커/이어폰(3500), LCD(3900), 부

저(buzzer) (2960), LED(2970), 진동기(vibrator)(2980), 냄새를 낼 수 있는 발향기(2940) 등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

이터 콘텐츠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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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네 번째 방

법은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2800)를 휴대 전화 단말기에 장착하는 

착탈식 방식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얻는 것이다.

위의 방법으로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재생할 때 만약 콘텐츠가 암호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암호 해독기(3600)를 통과한 후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가 필요로 하는 출력 단자를 통해 콘텐츠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휴대폰이 제공하는 모든 출력 단자를 통해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으며 또는 일부의 출력 단자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출력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도 6에 도

시되어 있다.

도 6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재생하여 실행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먼저 착탈

식 및 휴대 전화 단말기 내부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2800)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검색한 후(s910) 

필요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한다(s920). 이때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s930).

확인 결과 만약 암호화되어 있으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암호 해독기(3600)에 입력하며, 확인 결과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3200)로 보내진다. 멀티미디어 복호화기(3200)에 입력되고(s950) 

미디어 복호화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s960). 만약 콘텐츠가 음성과 화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음성 복호화기(

3300)와 화상 복호화기(3700)를 선택하여((970) 해당 출력 단자를 통해 출력된다(s980). 반면에 콘텐츠가 문자 데이

터인 경우에는 미디어 복호화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필요한 출력단을 이용하여 출력된다(s980). 이때 출력 단자로

는 스피커/이어폰(3500), LCD(3900), 부저 (buzzer)(2960), LED(2970), 진동기(vibrator)(2980), 냄새를 낼 수 있

는 발향기(2940) 등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출력한다

한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휴대폰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필요시 광고를 삽입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휴대폰을 통해 시청하였을 때 일정한 점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나중에 휴대폰 사용자에게 크레딧(c

redit)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포맷(format)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 7a 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포맷 구성의 일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즉, 파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SOF(start of file), 헤더, 제어 정보, 음성 정보,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 기타 입

출력 정보, 파일의 끝을 나타내는 EOF(end of file) 필드(field)로 구성된다. 각 필드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

다. 여기서, 음성 정보 필드, 문자 정보 필드, 이미지 정보 필드를 총칭하여 페이로드(payload) 필드라 한다.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의 필드 각각의 상세 구성은 도 7b ∼ 도 7g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도 7b는 헤더 필드를 나타낸다. 헤더 필드는 하위 필드로서 전체 파일 크기, 버전 정보, 파일 ID 정보, 각 미디어 및 기

타 입출력 데이터 위치 정보, 각 미디어의 타입 정보 및 기타 하위필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전체 파일 크기 하위필드

와 버전 정보 하위필드를 묶어서 범용 정보 하위필드라 하고, 파일 ID 정보 하위필드는 이것이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

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것이므로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라 하며, 각 미디어 및 기타 입출력 데이터 위치 정보 하위필드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이고, 보코더의 타입 정보, 이미지 데이터의

타입 정보를 갖는 미디어 타입 정보 하위필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조

작 정보 하위필드에 해당한다.

헤드 필드의 전체파일 크기 하위필드는 SOF와 EOF를 포함한 파일의 전체 크기를 나타낸다. 버전 정보 하위필드는 

파일의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파일 ID 정보 하위필드는 파일 ID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을 구별하는 데에 사용된다. 각 미디어 및 기타 입출력 데이터 위치 정보 하위필드는 파일에서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

터,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기타 입출력 데이터의 시작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미디어의 타입 정보 하위필드는 보

코더의 타입 정보, 이미지 데이터의 타입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 하위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헤더에 언급된 

부분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하위필드이다.

도 7c 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퍼 포맷의 제어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제어 정보 필드는 제어 정보

의 시작을 나타내는 SOC(start of control) 하위필드와 다수의 제어 데이터 하위필드 그리고 제어 정보 필드의 끝을 

나타내는 EOC(end of control) 하위필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제어 데이터 하위필드의 크기는 일정하며 또한 일

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어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즉, 제어 데이터 하

위필드는 예컨대, 음성 데이터와 함께 LCD를 이용하여 출력될 문자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는다.

도 7d는 음성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음성 정보 필드는 음성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SOV(start of voice) 하

위필드, 다수의 음성 데이터 하위필드, 음성 정보 필드의 끝을 나타내는 EOV(end of voice) 하위필드로 이루어진다.

도 7e는 문자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문자 정보 필드는 문자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SOT(start of text) 하위

필드를 포함하고, SOT 하위필드 다음에는 헤더 하위필드, 문자 데이터 하위필드 쌍이 다수 반복하여 뒤따르고 맨 뒤

에는 문자 정보의 끝을 나타내는 EOT(end of text) 하위필드가 위치한다. 여기서, 헤더 하위필드 각각에는 문자 데이

터의 크기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 하위필드는 LCD로 출력될 문자 데이터를 나타낸다.

도 7f는 이미지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미지 정보 필드는 이미지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SOI(start of imag

e) 하위필드를 포함하고, SOI 하위필드 다음에는 헤더 하위필드, 이미지 데이터 하위필드 쌍이 다수 반복하여 뒤따르

고 맨 뒤에는 이미지 정보의 끝을 나타내는 EOI(end of image) 하위필드가 위치한다. 여기서, 헤더 하위필드 각각에

는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하위필드는 LCD로 출력될 이미지 데이터를 갖

고 있다.

도 7g는 기타 입출력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기타 입출력 정보 필드는 입출력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SOM(s

tart of miscellany) 하위필드, 복수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 EOM(end of miscellany) 하위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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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는 입출력 타입에 따라 예컨대, 도 7h 내지 도 7l에 나타낸 형태를 취한다.

도 7h는 입력이 요구될 경우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형태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

필드는 입력 필드, 매개변수 필드, 시간 필드 및 기타 필드로 이루어진다. 입력 필드는 키패드, 마이크, 터치스크린 패

널, 이어폰 제어버튼과 같은 입력 단자의 타입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필요한 값은 어떤 입력 단자를

통해서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다. 매개변수 필드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값의 범위를 지정한다. 시간 필드

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최대시간을 지정한다. 기타 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언급된 필드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이다.

도 7i는 LED로 출력이 요구될 경우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형태의 기타 입출력 데이

터 하위필드는, LED 필드, 횟수 필드, ON 시간 필드, OFF 시간 필드 및 기타 필드로 이루어진다. LED 필드는 출력단

자가 LED라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이며, 횟수 필드는 LED의 깜박거리는 횟수를 지정한다. ON 시간 및 OFF 시간 필

드는 LED의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을 각각 지정한다. 기타 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언급된 필드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이다.

도 7j는 진동기(vibrator)로 출력이 요구될 경우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형태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는 진동기 필드, 횟수 필드, ON 시간 필드, OFF 시간 필드 및 기타 필드로 이루어진다. 진동

기 필드는 출력단자가 진동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이며, 횟수 필드는 진동기의 진동 횟수를 지정한다. ON 시간 및

OFF 시간 필드는 진동기의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을 각각 지정한다. 기타 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언급된 필드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이다.

도 7k는 발향기로 출력이 요구될 경우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형태의 기타 입출력 데

이터 하위필드는 발향기 필드, 발향기 타입 필드, ON 시간 필드 및 기타 필드로 이루어진다. 발향기 필드는 출력단자

가 발향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이며, 발향기 타입 필드는 발향기의 타입을 지정한다. ON 시간 필드는 발향기의 켜

짐 시간을 지정한다. 기타 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언급된 필드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필

드이다.

도 7l은 부저(buzzer)로 출력이 요구될 경우의 기타 입출력 데이터 하위필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형태의 기타 입출

력 데이터 하위필드는 부저 필드, 볼룸 크기 필드, 박자 필드, 횟수 필드, 다수의 주파수 필드, 상기 주파수 필드의 각

각에 상응하는 다수의 기간 필드 및 기타 필드로 이루어진다. 부저 필드는 출력단자가 부저라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

이며, 볼륨 크기와 박자 필드는 부저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크기와 박자를 지정한다. 횟수 필드는 주파수와 기간 필드

의 반복 횟수를 지정한다. 주파수 필드는 음 높이를 지정하고 기간 필드는 음 길이를 지정한다. 기타 필드는 옵션으로 

현재 언급된 필드 이외의 정보가 파일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이다.

한편 휴대 전화 단말기에 위에서 언급된 기타 입출력 장치 이외의 입출력 장치도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

에 포함될 수 있음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명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에 광고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했는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알

려주기 위하여 휴대 전화 단말기는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할 경우 비통화채널을 사용하는 SMS(Short messaging ser

vice)를 이용하거나 또는 통화채널을 통해 시청 사실을 관련 사업자 서버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도

3 내지 도 5를 참조로 설명한 방법과 도 7를 참조로 한 데이터 포맷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가 페이로드 필드와 헤더 필드로 된 포맷의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준비하고, 휴대 전화 단말기로부터 콘텐츠 요청을 접수하면, 사용자 정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여

러 콘텐츠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휴대 전화 단말기에 제공하고,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

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 콘텐츠 전송 단계는 선택된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로 직접 전송하거나 외부

장치(예컨대,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휴대 전화 단말기에 콘텐츠가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동안 기지국을 통해 전화

요청을 받는 경우(즉, 기지국으로부터 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

행하는 방법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검색하는 단계(s1000), 상기 검색한 데이터 가

운데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단계(s1020), 상기 콘텐츠가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기지국이 전화를 호출

하는 단계(s1030), 상기 실행중인 콘텐츠 실행을 중단하는 단계(s1040), 상기 호출에 따라 전화통화를 하는 단계(s1

050), 상기 전화통화 종료후 콘텐츠를 실행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1060), 상기 판단결과 콘텐츠를 실행하

지 않기로 했으면 종료하고, 실행하기로 했으면 콘텐츠의 실행이 중단된 이후부터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의 처

음부터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s1070) 및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실행이 중단된 이후부터 또는 콘텐츠의 처음

부터 콘텐츠를 실행하는 단계(s108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에 따른 특별

한 실시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된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서는 통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

요한 콘텐츠를 재생하여 휴대폰이 제공하는 출력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또한 휴대폰이 제공하는 입력기

능을 이용하여 콘텐츠와 휴대폰 사용자사이에 상호 작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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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미디어에 대해 압축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적은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여 효

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전화 통신을 위한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에 있어서,

외부 통신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서, 안테나와 RF 송신기, 채널 부호화기, RF 수신기, 채널

복호화기 및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수단과,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며 키패드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과,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는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

력 수단과,

A/D 변환기, 음성 부호화기, D/A 변환기, 음성 복호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멀디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위필드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

필드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는 상기 채널 복호화기로부터 온 데이터 및/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

으로부터 온 데이터를 처리하며, 처리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 중 대응하는

수단에게 분배하  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은 SOC (Start of Control) 하위필드, EOC (End of Control) 하위필드 및 데이터 제어 

하위필드를 갖는 제어 정보 필드를 더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제어 하위필드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어느 한 데

이터와 함께 재생할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은 음성 데이터를 갖는 최소한 하나의 음성 정보 하위 필드, 최소한 하나의 헤더와 관련 

헤더에 대응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갖는 텍스트 정보 하위필드, 최소한 하나의 헤더와 관련 헤더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는 이미지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페이로드 필드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휴대 전

화 단말기.

청구항 2.
제 1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호화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조합으로 구성된 그

룹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휴대 전화 단말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등록특허  10-0385925

- 9 -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행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실행하는 도중에 기지국으로부터 호 요청(call request)이 있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일시 중지하는 단계;

상기 호 요청에 응답하는 단계;

상기 호 요청 응답이 종료한 후, 상기 일시 중지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실행 중단 명령이 접수되면 상기 중지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중단하고, 사용자로부터 실

행 계속 명령이 접수되면 콘텐츠의 실행이 중단된 이후부터 콘텐츠 실행을 다시 할 것인지 콘텐츠의 처음부터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멀티미어 데이터 콘텐츠 실행을 계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 전화 단말기의 콘텐츠 실행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서, 상기 휴대 전화 단말기는 비휘발성의 내장형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는 휴대 전화 단말기에 착

탈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 단말기의 콘텐츠 실행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에서 읽은 데이터가 암호

화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 단말기.

청구항 25.
제1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재생 및 출력 수단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에 따라 소정의 향을 만들어 

출력하는 발향기와, 상기 휴대 전화 단말기에 설치되어 소정의 단말기 상태를 표시하는 LED와, 상기 휴대 전화 단말

기에 설치되어 소정의 음향을 출력하는 부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 단말기.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1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수단은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착탈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

단말기.

청구항 29.
휴대 전화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는 페이로드 필드와 헤더 필드로 된 포맷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와,

복수의 휴대 전화 단말기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의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를 요청한 휴대 전화 단말기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단계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 단말기에 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를 요청한 휴대 전화 단말기에게 해당 전화 단말기의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되고 수정된 멀티미디어 데이

터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헤더 필드는 전체 파일 크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버전을 나타내는 범용 정보 하위필드, 복수의 멀

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미디어 정보 하위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조작 정보 하위필드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

하  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은 음성 데이터를 갖는 최소한 하나의 음성 정보 하위 필드, 최소한 하나의 헤더와 관련 

헤더에 대응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갖는 텍스트 정보 하위필드, 최소한 하나의 헤더와 관련 헤더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는 이미지 정보 하위필드를 포함하는 페이로드 필드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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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서,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외부 장치로 전송하여, 

이 외부 장치를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가 상기 휴대 전화 단말기로 전달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서, 상기 외부 장치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요청한 휴대 전화 단말기에 콘

텐츠를 직접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서, 상기 사용자 정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단계는 외부 장비로부터  휴대 전화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 정보

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단계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외부 장비로부터 접수

한 휴대 전화 단말기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

공 방법.

청구항 34.
제29항에서, 상기 휴대 전화 단말기의 정보는 휴대 전화 단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5.
제29항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는 광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

츠 제공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서, 상기 광고 데이터가 휴대 전화 단말기로 전송되고 휴대 전화 단말기가 전송된 광고 데이터를 수신한 경

우에는 상기 휴대 전화 단말기에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37.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385925

- 11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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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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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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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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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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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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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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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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