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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ＳＰＩＩＤ)를 이

용한 발신자ＩＤ 표출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 Speaker's Image

Identity)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해 발신자 단말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계(S100); 상기 접속단계 이후 서버를 통해 미리 제

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된 이미지창고(IMSTOCK)에서 이미지/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

티티(SPIID)를 검색하되, 상기 이미지창고(IMSTOCK)에는 상기 SPIID의 이용횟수와 순위를 인기순위별로 배열시키는 단

계(S101); 상기 검색단계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SPIID를 선택하는 단계(S102); 상기 선택된 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S103); 상기 선택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를 원

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함'(S104)으로, 그렇지 않으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안함'으로 설정하는 단계(S105); 사용자

의 선택에 따라 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되거나 또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하는 단계(S106, S106-1); 상기 저장단계 이후 전화를 걸면(S107), 저장된 SPIID가 전송되

는 단계(S108); 상기 전송단계 이후 수신자 단말기에 SPIID를 표출하는 단계(S109); 상기 SPIID가 사용자 몇 만명 돌파시

마다 해당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S110)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저장된 SPIID는 발신자가 삭제하기 전에는 항상 발신자의 고유이미지로써 전화걸때 마다 수신자 단말기에

SPIID가 표출되게 함으로써 수신자는 SPIID만 확인하면 누구에게서 전화왔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본 발명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망 방식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개인휴대 단말기), 노트북PC(Personal Note-book Computer), IMT2000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또는

4G통신(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화요청, 음성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 수신자의 단말기에 발신

자의 이미지파일인 사진, 캐릭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등의 디지털 이미지 또는 이들의 이미지에 음

악, 10자 내외의 음성메시지, 자연의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파일이 표출되도록 함은 물론 해당 SPIID의 이용횟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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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인기 순위별로 배열되도록 한 것이며 또한 어떤 이미지 또는 멀티미디어파일이든지 가령 사용자 1만명 돌파시 마

다 선택된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SPIID 사용자

몇 만명 돌파 이벤트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제어부,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 이동통신 단말기,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 발신자 표출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

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 표출방법을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

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 표출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제어부 11: SPIID(파일)

12: 메모리부 13: 키입력부

14: 액정표시부 15: 신호처리부

16: 무선주파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CDMA, PDA, 노트북PC, IMT2000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또는 4G통신(멀티미

디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화요청, 음성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 수신자의 단말기 표시창에 발신자 이미지

파일 또는 멀티미디어파일인 SPIID(사진, 캐릭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등의 디지털 이미지 또는 이

들의 이미지에 음악, 10자 내외의 음성메시지, 자연의 소리 등이 표함된 멀티미디어파일)가 표출되게 함은 물론 해당

SPIID의 이용횟수와 순위가 인기 순위별로 배열되도록 하는 동시에 어떤 이미지파일 또는 멀티미디어파일(이하 'SPIID'이

라 칭한다)이든지 가령 사용자 몇 만명 돌파시 마다 선택된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나 상금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는 SPIID 사용자 00명 돌파 이벤트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휴대폰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음성을 이용한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저장하고, 사용자

가 필요할 경우 저장된 자신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송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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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종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저장하고, 전화가 걸려올 경우 발신자가 저장한 정보

를 수신자 단말기 표시창에 표시해 주므로 단말기 사용자가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단순히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성명 등의 문자정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신자 단말기창에서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정보를 일일이 읽어 보아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래에는 발신자 표시가 단순한 텍스트인 발신자 성명과 전화번호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미디어에 친숙해

져 있는 사용자들의 단말기 사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발신자를 확인하는데 데이터를 읽는 시간이 소

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래에는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화요청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제공 등의 사용자를

위한 이벤트가 없어 단말기 사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망 방식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개인휴대단말기), 노트북PC(Personal

Note-book Computer), IMT2000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또는 4G통신(멀티미디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화

요청, 음성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 수신자의 단말기에 발신자의 SPIID파일(사진, 캐릭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

션, 상표, 회사로고 등의 디지털이미지 또는 이들의 이미지에 음악, 10자 내외의 음성 메시지, 자연의 소리 등이 포함된 멀

티미디어 파일)이 표출되게 함을 제1목적으로 한 것이고, 제2목적은 해당 SPIID파일의 이용횟수와 순위가 인기 순위별로

배열되도록 한 것이며, 제3목적은 어떤 SPIID파일이든지 가령 사용자 1만명 돌파시 마다 선택된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SPIID사용자 몇 만명 돌파 이벤트를 정기 또는 비

정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4목적은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발명은 발신인의 SPIID를 수신인의 단말기에 표출하여 주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자 이

미지아이디(Image ID)표출방법에 있어서, 발신자 단말기의 제어부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접속단계

이후 서버를 통해 미리 제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된 이미지창고(IMSTOCK)에서 이미지/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검색하되, 상기 이미지창고(IMSTOCK)에는 상기 이미지/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

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의 이용횟수와 순위를 인기순위별로 배열시키는 단계; 상기 검색단계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SPIID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를 원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발신자 전화

번호 '표기안함'으로 설정하는 단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

되어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되거나 또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

장단계 이후 전화를 걸면, 저장된 SPIID가 전송되는 단계; 및 상기 전송단계 이후 수신자 단말기에 SPIID를 표출하는 단계;

상기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가 사용자 몇 만명 돌파시 마다 해당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

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S110)가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SPIID를 이용한 발신

자 ID를 수신자 단말기 표시창에 표출하여 주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번 저장된 SPIID는 발신자가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항시 발신자의 고유 이미지로써 전화걸때 마다 수

신자 단말기 화면창에 동일한 SPIID가 표출되게 함으로써 수신자는 SPIID만 확인하면 누구에게서 전화왔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적용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은 도 1,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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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된 용어들로서 이는 생산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에 적용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부에는 제어부(10)가 구비되는 것으로, 이 제어부(10)에는 이미지/멀티미디

어파일(11)과 메모리부(12) 그리고 키입력부(13)와 액정표시부(14)가 연결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에는 신호처리부

(15)와 무선주파처리부(16)가 연결된다.

이때 상기 제어부(10)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작동제어를 수행하게 되고, 메모리부(12)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선택

된 SPIID(11)를 저장하게 되며, 키입력부(13)는 SPIID를 선택, 저장, 삭제 기능을 수행하고, 액정표시부(14)는 상기 제어

부(10)를 통해 수신되는 SPIID(11)를 표출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신호처리부(15)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한 음성신호 입

출력을 위해 음성신호의 디지털 데이터를 녹음, 저장, 출력하게 되며, 무선주파처리부(16)는 제어부(10)를 통한 신호를 무

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변조하거나 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 하여 복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다.

본 발명에 적용된 이미지창고(Imstock)내에 있는 SPIID(11)는 사진, 캐릭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등

의 디지털이미지 또는 이들의 이미지에 음악, 10자 내외의 음성메시지, 자연의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파일로 이루어

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의 구성부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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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의 작

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망 방식 단말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개인휴대단말기), 노트북PC(Personal Note-book Computer), IMT2000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또는 4G통신(멀티미디어 이동통신)단말기 등과 같은 발신자 단말기의 제어부(10)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

는 단계(S100)를 거치게 된다.

상기 접속단계 이후 서버(도면상 미 도시함)를 통해 미리 제작되어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된 이미지창고

(IMSTOCK:Image Stock)에서 SPIID(11)를 검색하는 단계(S101)를 거치게 된다. 이때 상기 SPIID파일(11)은 사진, 캐릭

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등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 또는 이들의 이미지에 음악, 10자 내외의 음성메시

지, 자연의 소리 등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SPIID)을 지칭하는 것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칭

이미지창고(IMSTOCK)에 데이터베이스화된 파일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검색단계 이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SPIID파일(11)을 선택하는 단계(S102)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이때 사용

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또는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멀티미디어 파일인 SPIID(11)를 선택하게 된

다.

상기 선택된 SPIID(11)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S103)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이때 상기 선택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를 원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함'(S104)으로, 그렇

지 않으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안함'으로 설정하는 단계(S105)를 거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설정단계 이후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SPIID 파일(11)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발신자 단말기에 저

장되거나(S106), 또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S106-1)된다.

상기 저장단계 이후 부터는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S107), 그 때마다 저장된 SPIID(11)가 수신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단계

(S108)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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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SPIID(11)가 전송되면 수신자 단말기창에 SPIID(11)가 표출되는 단계(S109)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수신자

는 전화벨이 울리면 SPIID(11)만 보아도 발신자의 신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SPIID(11)의 이용횟수와 순위가 인기순위별로 배열되게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기에 이미지파일 또는 멀티미디어파일인 SPIID(11)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해당 SPIID

(11)의 이용 횟수와 이용순위가 표시되도록 함과 동시에 인기 순위별로 SPIID(11)가 재배열 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SPIID

(11)를 선택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경과후에 인기순위 상위그룹에 있는 SPIID(11)의 이용금액을 상

향조정, 차별화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여 인기있는 이미지의 경우 기업광고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

는 등의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본다.

또한 상기 어떤 SPIID(11)이든지 가령 사용자 1만명 돌파시 마다(S110), 해당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

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여(S111),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망 방식 단말

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개인휴대단말기), 노트북PC(Personal Note-book Computer), IMT2000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또는 4G통신(멀티미디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화요청, 음성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

수신자의 단말기에 발신자의 SPIID파일(사진, 캐릭터, 동영상,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등의 디지털이미지 또는

이들의 이미지에 음악, 10자내외의 음성메시지, 자연의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파일)이 표출되게 한 것이고, 해당

SPIID파일의 이용횟수와 순위가 인기순위별로 재 배열되도록 한 것이며, 어떤 SPIID파일이든지 가령 사용자 1만명 돌파

시 마다 해당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SPIID사용

자 몇 만명 돌파 이벤트를 정기 또는 비정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광고시장의 활

성화는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덧붙여 본 발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SPIID 사용자 00명 돌파 이벤트 행사 개최로 단말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발신자의 고유 ID를 미디어파일로 대체 함으로써 수신자가 발신자의 신원을 전화수신 신호음과 동시

에 파악할 수 있거나 기피인물로부터 전화수신거부에 도움이 되며, 셋째로는 미디어 파일인 SPIID가 인기순위로 진열되어

있어 이용자가 SPIID 이미지를 선택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PIID 이미지 파일 사용을 유료화 할 경우 일정

순위 이상의 인기있는 이미지의 이용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축성 있는 가격책정으로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

록 한 것이고, 넷째로 고객의 이미지 선호도가 자연적으로 파악되어 특정 이미지의 경우 기업광고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

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이때 특히 인기있는 이미지에 기업의 로고송이나 로고, 회사명 등을 삽입하여 이

용케 하는 다양한 기업홍보 이벤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할 때 본건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파일인 SPIID를 이용

한 발신자 이미지 아이디(Speaker's Image Identity) 표출방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광고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하거나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발신시 동시에 전송하여 주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신자 표출방법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계 이후 서버를 통해 미리 제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된 이미지창고(IMSTOCK)에서 이미지/멀

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검색하되, 상기 이미지창고(IMSTOCK)에는 상기 이미지/멀티미디

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의 이용횟수와 순위를 인기순위별로 배열시키는 단계(S101);

상기 검색단계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선택하는 단계(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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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S103);

상기 선택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를 원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기함'(S104)으로, 그렇지 않으면 발신

자 전화번호 '표기안함'으로 설정하는 단계(S105);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되거나 또

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발신자 단말기에 저장하는 단계(S106, S106-1);

상기 저장단계 이후 전화를 걸면(S107), 저장된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가 전송되는 단계(S108);

상기 전송단계 이후 수신자 단말기에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표출하는 단계(S109);

상기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가 사용자 몇 만명 돌파시 마다 해당 이용자에게는 무료통화 이용권이나 상금지

급 등의 이용자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S11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멀티

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는 캐릭터, 카툰, 애니메이션, 상표, 회사로고, 디지털 이미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

한 발신자ID 표출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는 디지털이미지에 자연의 소리가 포함된 파일이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 단말기에서 이미지파일, 멀티미디어파일인 스피커스 이미지 아이덴티티(SPIID)를 이용한 발신자ID 표출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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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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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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