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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성 경보로 호를 개시하거나 입호를 나타내도록 구성된 단말(300) 및 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호출 경보에 대응

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303)와, 신호가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호출 경보 신호임을 결정하고,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프로세서(309)와,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에 연결되어 사용자 인지가능한 음성 경보를 생

성하는 오디오 변환기(317)를 포함한다. 개시를 위한 단말은 호출자측 음성 신호를 경보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변환기

(321)와, 경호 신호에 대응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세서(309) 및 송신하는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네트워크에 송신하고 그에 의해 피호출측까지 송신하는 송신기(305)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음성 경보, 송신기, 수신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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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통신 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호(incoming call)에 대해 음성 호출

경보(voiced call alert)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호출 경보는 오래된 문제이며 입호가 이용가능한, 피호출측(a called party)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POST(plain old telephone set) 또는 단말기(terminal)는 유사한 링(ring)을 생성한다. 보다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가, 호출자 ID(caller identification)로 지칭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의해 전화 번호 및 가능한 경우 이름

이, 무선 또는 셀룰러 단말기 또는 장치를 포함하는, 피호출 단말기 또는 전화에 표시되었다. 상기 서비스에 친숙한 사람들

은, 심지어 이름이 표시될 때 조차, 그것이 실제로는 호출 단말기 식별자(a calling terminal indentifier)이고 호출측 또는

호출자 식별자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녹음된 경보(a canned alert)와 같은 음성 호출 경보 메세지(a vocalized call alert message)를 제공하는, 보다 진보된

단말기가 이용가능하다. 하나의 시스템 또는 단말기는, 단말기 사용자가 메세지 및 전화 번호를 기록하도록 하며, 그 번호

로부터의 입호(an incoming call)가 기록된 번호와 호출자 ID 번호 사이의 매치(match)에 기초하여 단말기에 제공될 경우

에는,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메세지가 호출 경보로서 재생될 것이다. 음성 호출 경보를 제공하는 개선된 장치 및 방

법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동일한 참조 번호는 개별 도면 전체에서 동일한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엘리먼트를 참조하며 이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명세서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 도면은 다양한 실시예를 상세히 나타내고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원리 및 이

점 모두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콘텍스트(context)를 설정하는 단순화되고 예시적인 시스템 다이아그램이다.

  도 2는 본 발명이 동동작할 수 있는 다른 콘텍스트를 설정하는 보다 일반화된 예시적 시스템 다이아그램이다.

  도 3은 음성 호출 경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단말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도 4는 음성 호출 경보로 호출을 셋업(set up)하는데 사용되는 바람직한 프로세스의 사다리형 다이아그램이다.

  도 5는 SIP 포맷의 예시적 호출 경보 메세지를 나타낸다.

  도 6은 입호로부터 음성 경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 실시예의 플로우 차트이다.

  도 7은 음성 경보로 호출을 개시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 실시예의 플로우 차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개관적으로, 본 개시는 서비스, 특히 전화 서비스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무선 또는 유선 통신 유닛 또는 가입자 유닛일 수

있는 단말기와 그 사용자에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호출 단말기에서 음성 호출 경보를 포

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여 피호출 단말기에 대응하는 음성 호출 경보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으로 구현된, 다양

한 발명적 개념 및 원리가 논의되고 기술된다. 특별히 관심 있는 통신 시스템 및 단말기는, 종종 VoIP(Voice over IP) 등

으로 언급되는 패킷 데이터 통신 및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이용되고 개발된 것들이다. 패킷 데이터 통신 및 VoIP를 지원하

는데 적합한 다양한 무선 시스템은, 예를 들어 개선된 버전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CDMA 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IDEN(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s), 2.5G 또는 EDGE, 및 3G 또는 W-CDMA(Wideband CDMA) 및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시스템 또는 그 변형(variations) 및 발전물(evolutions)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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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더 논의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본 발명의 원리 및 그 조합은, 이들 원리 또는 그 등가물이 실시되거나 이용되는 경

우, 호출측의 단말기에서 음성 경보를 생성하고 이들 음성 경보가 피호출측의 단말기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유리하게 이

용되며, 이에 따라 호출측이 특정되고 경우에 적절한 음성 경보를 제공하여, 가령 호출측의 부적절한 식별 또는 호출 경보

에 대한 공지된 접근 방법을 방해하는 비개인적 호출 경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용이하게 하여 사용

자 만족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개시는,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를 이루고 이용하는 베스트 모드를 가능한 방식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

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개시는, 본 발명의 소정의 방식을 한정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본 발명의 원리 및 그 이점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출원 중에 이루어지는 소정의 보정 및 발행된 이들 청구항의 모든 등

가물을 포함하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제1 및 제2, 상부 및 하부 등과 같은 관계어의 사용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엔트리 또는 액션 사이의 어떤 사실상 관계 또

는 순서를 반드시 요구하거나 함축함이 없이, 하나의 엔트리 또는 액션을 다른 엔트리 또는 액션과 구분하기 위해서만 이

용된다. 많은 본 발명의 기능성과 많은 본 발명의 원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인스트럭션과 애플리케이션 특정 IC

와 같은 집적 회로를 이용하여 최선으로 실시된다. 당업자는, 가능한 상당한 노력과 예를 들어, 이용가능한 시간, 현재 기

술 및 경제적 고려에 의해 동기된 많은 디자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시된 개념 및 원리에 의해 가이드된 경우, 쉽

게 그러한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및 프로그램과 IC를 최소한의 실험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발

명에 따른 원리와 개념을 불명확하게 할 소정의 위험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한 소프트웨어 및 IC에 대한 논의는 바

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사용되는 원리 및 개념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가 동작할 수 있는 컨텍스트(context)를 세팅(setting)하는, 단순화되고 예시적인 시스

템 다이아그램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단말기(103), 바람직하게는 IP(Internet protocol) 폰 또는 네트워

크를 통해 EWAN(Enterprise wide area network) 또는 LAN(local area network)와 같은 인트라넷(Intranet)(105)에 연

결된, 패킷 데이터가 적합하고 VoIP 동작이 동작가능한 폰 을 나타낸다. 인트라넷(105)은 방화벽(107)을 통해 인터넷

(109)에 연결되고, 거기서 다른 방화벽(111)까지 연결된다. 방화벽(111) 뒤에는 바람직하게는 IP 폰인 다른 단말기(115)

에 연결된 기업 네트워크 또는 인트라넷(113)에 연결된다. 도 1은 단말기가, 공지된 또는 고정된 위치에 있어 서로의 IP 어

드레스를 아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스템은, 입호로 피호출측에 음성 경고 경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및 구성될 수 있다. 에를 들어, 인트라넷(105) 또는 서버 및 라우터(router)는 그 내에서 호출 단말기

나 단말기(103)을 통해 호출측으로부터 호출 개시 메세지(a call initiation message) 또는 요구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호

출 개시 메세지는, 호출 단말기(103)으로부터의 음성 신호 또는 경보에 대응하는 인코딩 경보 신호(incoded alert signal)

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Session Initiation Protocol Invite message)를 포함한다. SIP 인바이트 메세지는, 공

지된 바와 같이, 목적지의 표시 또는 여기서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할 것이며, 호출 개시 메세지 또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

는 피호출측에 포워딩되어 피호출측에 음성 경보 또는 바람직하게는 인코딩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또는 포함하는 입호 경

보(incoming call alert)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시그널링 스펙 H.225와 함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해 공포된 H.323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사용자 또는 호출측으로부터 다른 사용자 또는 피호출측

으로 포워딩된 음성 경보를 지원하도록 지원하거나 구성가능하거나 구성가능하게 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가 동작할 수 있는 다른 컨텍스트를 세팅하는, 보다 일반화된 예시적 시스템 다이아그

램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도메인 A(210) 및 도메인 B(202)를 도시한다. 이들 도메인은 상이한 기업 또

는 시스템 등일 수 있다. 도메인 A(201)는 도시된 단말기(203, 205)와 함께 인트라넷 A(209)로서 일반적으로 도시된 네

트워크를 통해 각각 결합 또는 내부 결합된 다수의 단말기를 포함한다. 단말기(203)는 고정 또는 비이동 IP 폰이다. 단말기

(205)(사용자 A)는, LNA 장치들에 네트워크 또는 인트라넷 A(209)에 대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LAN 액세스 포인

트(207)에 연결된, IEEEA 802.11 또는 유사 장치와 같은 LAN 장치로서 도시되어 있다. 도메인 A는 인트라넷(209)에 연

결되고, 도메인 A 내의 단말기로부터 SIP INVTE 메세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피호출측 또는 초대된 측에 대한 도메인을

결정하도록 동작하며, 피호출측 또는 초대된 측의 도메인에 대한 레지스트라(Registra)에 컨택트하여 현재 IP 어드레스를

획득하고, 그런 다음 그 IP 어드레스에서 INVITE 메세지를 피호출측에 포워딩하는 SIP 프록시 A(Session Initiation

Protocol Proxy A)(211)를 더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사용자A@도메인A와 같은 사용자명들과, 도메인 A 내의 사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레지스트라 A(213)에 의해 서비스받는 사용자에 대한 현재 위치를 결정할, 하나 이상의 현재 IP 어드레스

또는 다른 식별 정보(전화 번호 등) 사이에 상호 참조를 제공하는 레지스트라 A(213)를 더 포함한다. 인트라넷 A(209)는

방화벽(215)에 의해 인터넷(217)에 연결되며, 거기서부터 여러 다른 서버, 도메인 등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도메인

B(202)는 다른 방화벽(219) 뒤에 존재하며, 각각 도메인 B의 사용자를 위해 도메인 A에 대응하는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를 동작 및 제공하는 레지스트라 B(223) 및 SIP 프록시 B(225)를 구비한 네트워크 또는 인트라넷 B(221)를 포함한다. 도

메인 B는 인트라넷 B(221)에 연결되며, 셀룰러 폰 또는 디스패치 무선 시스템(dispatch radio system)과 같이, 도시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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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229)(사용자 B)과 함께 복수의 단말기 또는 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RAN(Radio Access Network)또는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227)을 포함한다. 지금부터, 도 3을 참조하여, 수신 및 송신 퍼스펙티브

(perspective)부터 단말기의 구조, 기능 및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도 4및 도 5를 통해 전송의 몇몇 특징에 대에 논의해

보기로 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음성 호출 경보를 제공하는 단말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본적인 블럭 다이아그램에 대해 논의 및 설

명하기로 한다. 도 2에서 참조된 단말기로부터, 단말기는 무선 유닛 또는 유선 유닛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러

한 블럭 다이아그램은 본 발명의 이점 및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레벨에서의 것에 대해 유사하다. 많은 블럭

들의 기능은 유사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 3의 블럭 다이아그램은, 결

과적 호출을 지원하고 그에 참여하는 다른 통신 기능 중에서, 음성 경보를 갖는 입호를 나타내거나 음성 경보를 갖는 호출

또는 아웃바운드 호출을 개시하도록 구성 및 제조된 단말기(300)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는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303)와, 경보 신호에 대응하

는 부분, 특히 호출측으로부터의 음성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305)를 포함한다. 수신기

(303)와 송신기(305)는 네트워크(307)에/로부터 결합된다. 단말기가 무선 단말기 또는 유닛인 본 예에서, 안테나 구조(미

도시)는 네트워크에 대한 결합(coupling)을 제공하는 장치가 될 것이며, 수신기 및 송신기는 무선 수신기 및 송신기가 될

것이다. 수신기(303) 및 송신기(305)는 제어 신호 버스에 의해 프로세서(309)(제어기 및 신호 프로세서)에 상호 결합된다.

또한, 수신기는 수신 신호를 수신 신호 처리 또는 디코딩하는 제어기에 제공하며, 송신 신호는 제어기에 의해 필요한 경우

송신을 위한 송신기에 제공된다. 프로세서(309)는 송신기 및 수신기를 제어하도록 동작하며, 적절한 신호를 송신기에 제

공하고 수신기로부터 수신한다. 프로세서는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거나 인코딩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제공

하는 보코더(311)를 더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서(309)는, 예를 들어,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지된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313), 스피커(317) 또

는 이어피스(earpiece)를 구동하는 증폭기(315), 증폭기(321)에 연결된 마이크로폰(319) 및 포트와 같은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상호 연결된다. 스피커는, 예를 들어, 단말기의 호출 경보 또는

스피커폰 동작을 위한 스피커 및 핸드셋용 이어피스을 포함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다수 포함할 수 있다. 증폭기는 보코

더와 결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로써 바람직한 패킷 데이터 실시예에서는 모든 보이스 및 오디오 신호가 보코더를

통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는 일반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동작하여,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제어

및 활용성을 제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하 더 논의되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 재량의 결

정 및 입력을 지원할 것이다.

  소정의 이벤트에서, 프로세서(309)는 프로토콜 및 신호 신뢰성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는 단말기의 제어 및 신호 처리 기능

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프로세서(309)는, 바람직하게

RAM, ROM, EEPROM 또는 마그네틱 기반 메모리의 조합인 메모리(325)에 더 연결된다. 메모리(325)는, 프로세서에 의

해 실행 및 이용될 경우, 단말기 및 처리 신호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메모리는 기본 동작 시스템(327), 동작 변수 및 데이터(329), 호출 경보 루틴(331), 패킷 데이터 핸들링 루틴

(333) 및 특별히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파라미터와 인터페이스되는 루틴과 여기서 관련은 없지만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단말기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루틴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루틴(335)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피호출 단말기 퍼스펙티브로부터, 상기 단말기는 호출 경보 신호에 포함되는 음성 경보를 이용하여 입호를

나타내도록 구성된다. 수신기(303)는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하다. 프로세서(309)는 수신기에

연결되어, 호출 경보 루틴(331)에 의해 원조 및 지시를 받아, 신호가 호출 경보 신호임을 결정하는 동작을 하며, 또한 호출

경보 신호가 음성 경보를 포함하거나 음성 경보에 대응한다는 것을 결정하도록 동작한다. 그럴 경우, 프로세서는 음성 경

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며, 그런 다음, 오디오 변환기(audio transducer) 또는 스피커(317)는 증폭기(315)에

의해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인지가능한 또는 청취가능한 음성 경보를 생성하도록 구동된

다.

  앞서 적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수신기(303)가 패킷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패킷 데이터 핸들링 루틴(333)을 이용

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패킷 데이터 신호가 호출 경보인 경우 및 패킷 데이터 신호가 음성 경보

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모두에서는, 상기 부분은 인코딩 음성 경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세서(309)는,

상술된 바와 같이, 차후 청취가능 신호로 증폭 및 변환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코딩 음성 경보를 디코딩하는 보

코더(311)로 음성 경보를 라우팅하거나 보코더(311)를 통해 인코딩 음성 경보를 라우팅할 것이다. 이러한 음성 호출 경보

를 지원하는데 특별히 매우 적합한 하나의 폼 또는 프로토콜은 이전에 도입된 SI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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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바람직하게 수신기(303)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가 인코딩 음성 경보를 더 포함하는, 공지된 SIP 인바이트 메세

지인 패킷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프로세서(309), 특히 보코더(311)는 인코딩 음성 경보를 디코딩하여 경보 신호를 제공

한다. 송신기는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에 응답(SIP:OK)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신기 및 송신

기는 셀룰러 또는 로컬 영역 802.11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일 수 있다. 따라서,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는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패킷 데이

터 접속을 지원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호출 개시 퍼스펙티브로부터, 단말기는, 호출자 또는 호출측 특정적일 수 있는 음성 경보를 갖는 또는 구비한 호출 개시

또는 아웃바운드 호출을 개시하도록 유리하게 구성 및 제조된다. 증폭기(321)와 함께 오디오 변환기 또는 마이크로 폰

(319)이 사용되어 호출자 측 음성 신호를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로 변환하도록 동작가능하다. 프로세서(309)는

오디오 변환기에 결합되어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도록 동작하는데, 여기서 호출

경보 신호는 피호출측에 대해 의도되어 어드레스된다. 그런 다음, 송신기(305)는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변경 신호를 네트워크에 송신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피호출측까지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호출 경보 신호를 송신하는 단말기 또는 송신기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309)는 경보 신호를 인코딩하는 보코더(311)를 통해 증폭기(321)로부터의 경보 신호가 라우팅되는 것을 보증해

야 하며,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309)는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패킷 데이터 핸들링 루틴(333)에

의해 지시되는 패킷 데이터 폼으로 생성한다. 바람직하게, 프로세서는, 피호출측에 어드레스되고 송신되며 경보 신호를 구

비한 부분, 바람직하게는 보코더에 의해 제공된 인코딩 경보 신호에 대응하거나 그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생

성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신기(303)는 호출 경보 신호에 대한 응답(SIP:OK)을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송신기 및

수신기 역시, 호출 개시 퍼스펙티브로부터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

를 통해 패킷 데이터 접속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일 수 있다. 개시 단말기 및 수신 단말기에서,

보코더 및 보코딩 알고리즘은 양립하거나 양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호출 단말기가 피호출 단말기에 적합한

보코더를 지시하도록 함으로써 핸들링된다.

  음성 경보를 송신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호출 또는 호출 경보를 개시하는 측으로서의 호

출 단말기의 사용자는 음성 경보 신호가 그 호출에 대해 사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프로세스는, 당연히 호출자 특정

적이거나 원하는 정도까지는 다소 의도된 호출자 또는 피호출자 및 호출의 환경에 대해 특정적인 음성 경보를 레코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313) 상에 풀다운 메뉴 등을 포함하거나 그에 의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키패드

(313) 상의 레코드 버튼(특별히 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소정의 키 스트로크 패턴은, 음성 경보를 레코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음성 경보는 보코더(311)에 의해 인코딩될 수 있으며, 프로세서(309)에 의해 패킷 데이터 메세지의 준비 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보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아비 포맷(avi format) 등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사전녹음된 음성 경보

는, 키패드 및 디스플레이 상의 메뉴에 의해 재차 도움받고 용이하게 될 수 있는, 복수의 사전녹음된 음성 경보로부터 선택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또는 호출자는 친구, 가족 또는 특별한 친구보다는 사업 제휴자에 대해 또는 각각의 클래스

를 갖는 상이한 환경에 대해 상이한 음성 경보를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용자가 급하고, 최상의 음성 경보를 선택하

거나 새로운 음성 경보를 녹음하는 것으로 인해 성가시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 단말기이 일반적 또는 디폴트 경보를

할 수 있더라도, 음성 경보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호출 경보 메세지에 대해 피호출측 또는 수신 단말기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음성 경보는 벨 신

호와 같은 호출 경보를 얻는, 보다 통상적인 주의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사용자는 소정의 수부터 음성 경보를 막거나, 그

러한 경보를 조건적으로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음성 경보가 사용자에 대해 포워딩되거나 재생산되기 전에, 가

령 4-5-6과 같이, 소정의 키스트로크 패턴과 같은 패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가령, 프라이버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 사용자는, 음성 경보가 한번만 재생되도록 하여, 핸드셋이 픽업되어 활성화 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

한, 호출측은 핸드셋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또는 패스 코드가 액세스 된 경우에만과 같이, 플레이백의 여러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셋업 및 전송 특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도 4를 참조하

여, 호출을 음성 호출 경보와 함께 셋업하는데 이용되는 바람직한 프로세스의 사다리형 다이아그램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

기로 한다. 도 4의 특징은, 비록 H.323에 특정되는 유사한 사다리형 다이아그램이 이용될 수 도 있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호출을 개시하는 바람직한 프로토콜, 특히 SIP를 반영한다. 도 4의 사다리형 다이아그램은 도 2의 시스

템 레벨 다이아그램의 다양한 엔트리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들 엔트리는 사용자 A(단말기 (205)), SIP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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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레지스트라(223) 및 사용자 B(단말기(229))이며, 사다리형 다이아그램은, 사용자 A에 의해 개시되는 호출을 사용

자 A와 사용자 B 사이에서 세팅업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사용자 "B"에 의해 개시된 호출은, 동일 사다리형 다이

아그램에서 "A"엔트리를 모두 "B" 엔트리로 대체하면 동일해 질 것이다.

  호출 셋업은 사용자 "B"에 대한 호출 메세지 또는 신호 또는 특히 SIP:INVITE를 SIP 프록시 A(211)에 송신하는(403) 사

용자 A(205)에서 개시한다. SIP 프록시 A(211)는 SIP INVITE를 사용자 B의 어드레스가 검색되어 SIP 푸록 A(211)로 반

환되는(407) 레지스트라 B(223)에 포워딩한다(405). 사용자 B의 어드레스가 주어지면, SIP 프록시 A는 SIP INVITE를

사용자 B(229)에 포워딩한다(406). 사용자 B는 SIP:RINGING 메세지를 SIP 프록시 A(211)에 반환하고, 413을 통해 사용

자 A까지 반환한다. RINGING은 본질적으로 호출 경포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거나 호출 경보 신호의 응답임을 나타낸다. 다

음으로, 사용자 B로부터의 SIP:OK는 SIP 프록시 A로 반환되어(415), 사용자 A에 까지 반환된다(417). SIP:OK는 사용자

B에서의 단말기이 호출 경보를 인식했고 호출에 답했거나, 기꺼이 호출에 참여하겠다는 표시이다. OK 또는 RINGING 메

세지의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 대한 어드레스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호출 셋업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SIP:ACK 메세지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메세지는 사용자 A로부터 사용자 B로 직접 송신된다(421). 그런 후에,

호출은 행해지거나 음성이 사용자 A 및 사용자 B 사이에 흐르게 된다(421).

  도 5는 패킷 데이터 내의 예시적 호출 경보 메세지, 특히 SIP 포맷 또는 SIP:INVITE 포맷을 나타낸다. 503에서 사용자 B

는 사용자 A에 의해 초대되어(505) 호출에 참여(join)한다(507). 이러한 호출은 당업자라면 "s=Session SDP" 커맨드 라

인(510)으로부터 인실할 수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토콜(streaming data protocol)(509)을 사용한다. 컨텐트 유형 라

인(content type line)(511)은 음성 경보를 특정하고 프로세서(309)에 의해 음성 경보의 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될 것

이다. 더욱이, 라인(513)은 GSM 풀 레이트 보코더(GSM full rate vocoder)로서 사용되는 보코더를 특정하며, 따라서 음

성 경보를 이용하기 위해 그 보코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수신 단말기에 알려준다. 라인 515는, 예시적 목적을 위해, 여

기서 ...으로 도시된, 음성 경보의 길이를 나타낸다. 라인 517은 인코딩 경보 또는 특히 ASCII 포맷의 음성 경보인 문자 숫

자식 또는 ASCII 문자의 스트링(string)을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여, 입호로부터 음성 경보를 제공 및 사용하는 바람직한 방법 실시예의 플로우 차트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

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전술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리뷰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도 6은 음성 경보를 갖는 입

호를 나타내는 방법(600)을 나타낸다. 상기 방법 및 603은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

로, 605는 신호가 음성 경보, 바람직하게는 인코딩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임을 결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607은 인코딩 경보 신호 또는 인코딩 음성 경보를 디코딩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608은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며, 609는 사용자 인지가능한 음성 경보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609 후에, 611에서의 프로세스는 호출 경보 신호에 응답하는 것을 나타내며, 613은 호출측과 함께 호출을 실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바람직하게, 603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패킷 데이터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코딩 경보 신호를 디코딩하여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

에서 패킷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신 및 응답하는 것은 광대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를 통한 무선 접속을 사용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음성 경보를 갖는 호를 개시하는 바람직한 방법 실시예의 흐름도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

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전술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리뷰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도 7은 바람직하게 단말기에서, 피호출측

에 경보하기 위한 음성 경보를 갖는 호출 또는 아웃바운드 호출을 개시하는 방법(700)을 나타낸다. 방법은 703에서 호출

자측 음성 신호를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로 변환하는 것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705는

바람직하게는 패킷 데이터인, 경보 신호를 인코딩하는 것을 나타낸다. 707은 바람직하게는 피호출측용인 인코딩 경보 신

호인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바람직하게 패킷 데이터 신호로서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709는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네트워크로 송신하여 피호출측까지 송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711에서 프로세스는 호출 경보 신호에 대한 응답의 수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713은 피호출측 및 호출측

사이에 호출을 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707에서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은 705에서 호출 경보 신호로서 인코딩 경보 신호를 더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신

호 폼으로 송신된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경보 신호를 인코딩한 것의 결과를 더

포함한다.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인토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생성하는 것

을 더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출 경보 신호의 응답을 수신하는 것 또는 이와 달리 송신하는 것은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선 접속을 사용한다.

  상기 논의된 프로세스 및 장치 및 그 발명적 원리는 종래의 호출 경보 시스템 및 방법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포함되는 단말기에 있어서 호출측에 특정되며 피호출측에 대해 특정되는 음성 경보 신호를 선택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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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리 및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셀룰러 핸드셋, 802.11 핸드셋 또는 VoIP 폰과 같은 단말기의 사용자로 하여금 호

출측 특정 음성 경보 및 보다 적절한 경보 또는 음성 경보를 향유하게 하여 사용자 만족을 준다. 전술한 원리, 개념 및 예를

접한 당업자는 성능 이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가입자 유닛 또는 시스템 의존 프로시쥬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청구항은 그러한 대안들을 대부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개시는 본 발명의 범주를 개시된 것에 제한하기 보다는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설

명하고자 의도되었다. 전술한 설명은 본 발명을 제시된 정확한 폼에 대해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상기 기술에 고려해

보았을 때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실시예는 본 발명 및 그 실실적 출원의 원리에 대한 최상의 설명을 제공하고 당업자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와 고려된 특정 사용에 적합한 다양한 변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기

술되었다. 그러한 모든 변현 및 변경은, 공정하고, 적법하며 정당하게 권리부여된 호흡에 따라 해석될 경우, 본 특허에 대

한 출원 중 보정될 수 있는 첨부된 청구항 및 모든 그 등가물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경보로 입호(incoming call)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단말기에 있어서,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상기 수신기에 결합되어, 상기 신호가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호출 경보 신호임을 결정하고,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

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프로세서와,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상기 경보 신호에 연결되어 사용자 인지가능한 음성 경보를 생성하는 오디오 변환기를 포함

하는 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수신기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더 수신하는 단말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더 수신하는 수신기는 인코딩 음성 경보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신호를 더 수신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인코딩 음성 경보를 디코딩하여 상기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보코더를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수신기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Session Initiate Protocol Invite message)를

더 수신하는 단말기.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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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SIP 인바이트 메세지는 인코딩 음성 경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인코딩 음성 경보를 디코딩하여 상

기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보코더를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상기 신호에 응답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 및 상기 송신기는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인 단말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는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한 패킷

데이터 접속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단말기.

청구항 9.

  음성 경보로 아웃바운드(outbound) 호출을 개시하도록 구성된 단말기에 있어서,

  호출자측 음성 신호를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변환기와,

  상기 오디오 변환기에 결합되어, 상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피호출측용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프

로세서와,

  상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네트워크에 송신하여 상기 피호출측까지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송신하는 상기 송신기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더 송신하는 단말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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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경보 신호를 인코딩하는 보코더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상

기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단말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서

를 더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경보 신호를 인코딩하는 보코더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생성하는 단말기.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 신호의 응답을 수신하는 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단말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 및 상기 수신기는 각각 무선 수신기 및 무선 송신기인 단말기.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수신기 및 상기 무선 송신기는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한

패킷 데이터 접속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단말기.

청구항 17.

  단말기에서 음성 경보로 입호를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가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임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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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식가능한 음성 경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인코딩 경보 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경보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에 대응하는 상기 신호에 응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수신 단계와 응답 단계는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한 무선 접속

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21.

  단말기에서 음성 경보로 아웃바운드 호출을 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호출자측 음성 신호를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피호출자측용인 상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네트워크에 전송하여 상기 피호출측까지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경보 신호를 인코딩하는 단계와,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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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경보 신호의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 단계 및 상기 수신 단계는 광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로컬 영역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한 무선

접속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25.

  입호에 대해 피호출측에서 음성 경보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에서의 방법에 있어서,

  호출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신호에 대응하는 인코딩 경보 신호를 포함하는 SIP 인바이트 메세지를 포함하는 호출 개시 메

세지를 호출측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호출 개시 메세지를 상기 피호출측에 포워딩하여, 상기 피호출측에 상기 음성 경보에 대응하는 입호 경보를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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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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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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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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