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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PTT 통화모드 수

행중 현재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일 경우, 현재 송화자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

(contact list)에서 독출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말하기 상태(Speaking)일 경우, 상기 단말

기의 사용자 이름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상태가

대기 상태(wait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POC통화중(또는 PTT통화중)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POC, PTT, 송화자 표시, 이미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O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기술에 있어서 PTT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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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OC 접속 리스트에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이미지가 등록되는 POC 접속 리스트를 이용한 POC 통화 절차를 도

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PTT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PTT 통화중 송화자(talker)의 이미지

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이동통신시스템은 그 용도에 따라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CDMA) 방식의 시스템이 있

다. 현재 CDMA 시스템에서 음성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IS(International Standard)-95 시스템이 있다. 통신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스템은 점차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들들어,

CDMA2000 1x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와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시스템은 단순히

일대일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푸쉬-투-토크(Push-To-Talk : PTT) 서비스를 지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상기 PTT 서비스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단말에 표시되고 있는 동료 또는 친구들의 그룹들 또는 일반 사용자 중

음성통화를 원하는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한후 PTT 서비스를 호출하면, PTT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1:1 또는 그룹간의 통화 경로를 설정한후 상기 설정된 통화 경로를 통해서 상호 통화를 수행할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상기 PTT 서비스는 일반 전화와는 달리 PTT 버튼만 누르고 바로 통화를 수행할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참여자에 의

한 그룹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이용한 PTT 서비스를 구현한 경우를 보통 POC(Push to

Talk over Cellular) 라고 부르는데, 이하에서는 POC 서비스와 PTT 서비스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O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POC 서비스를 지원하고 CDMA2000 1x 표준에 따른 무선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UA : User Agent)

(10)와, 무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기(10)와 패킷들을 송수신하는 CDMA2000 1x 액세스 네트워크(AN : Access

network)(20)와,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20)를 IP(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패킷 통신 네트워크(IP Network)

(40)로 연결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 : Packet Data Service Node)(30)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40)에 연

결되어 POC 세션을 관리하고 송화자(talker)로부터의 패킷을 다수의 수화자(Listener)들로 중계하는 POC 서버(50)를 포

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POC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POC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는 시그널링 전송을 위해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사용할수 있고, 실시간 패킷 전송을 위해 RTP(Real 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할수 있다.

상기 SIP는 종단 대 종단(end-to-end) 및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간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통화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세션 정보를 교환하고 통화가 끝나면 진행하고 있던 세션을 정보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POC 서비스가 TRS(Trunked Radio System)와 같은 전통적인 Push-To-Talk 방식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

점 중 하나는 현재 그룹 통화 참여자를 확인할수 있고, 현재 제어권을 가진 송화자(Talker)의 전화번호나 닉네임

(nickname)을 시각적(visual)으로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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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 POC 서비스는 본연의 기능(예 : 호 접속 속도, 동시 통화 인원 및 음성 전달 지연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

(예: TRS 등)에 비해 상당히 열세이다. 때문에, 저렴한 요금 및 차별화된 부가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일반 가입자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상기 POC서비스는 Push-To-Talk에서 한발 더 나아가 Push-To-Video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Push-To-Video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되면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POC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현재

로선 그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기술에 따르면, 그룹 통화가 시작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에 그룹 통화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또는 이름)가

디스플레이되고 현재 제어권을 가진 송화자(Talker)의 전화번호가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다. 한편, POC 서비스는 일

반적인 데이터 콜(Data call)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성상 보이스 콜(voice call)보다 낮은 음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목소리만으로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현재 제어권을 가진 송화자(talker)를 단순 텍스트(전

화번호나 닉네임)가 아닌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TT 통화중 송화자(Talker)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TT통화를 위한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 각 상대방의 이미지도 함께 등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

(talker) 표시 방법이, PTT 통화모드 수행중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듣기 상태일 경

우, 현재 송화자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서 독출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이, PTT 통화모

드 수행중, 송화자(talker)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에서 독출하는 과정과, 상기 독출된 송화자의 이미지를 화면에 디스플레

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견지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이, PTT 통화모

드 수행중, 현재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일 경우, 현재 송화자의 이미지를 접속리

스트(contact list)에서 독출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말하기 상태(Speak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상

태가 대기 상태(wait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

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견지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통화를 위한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 각 상대방의 이미지도 함

께 등록하기 위한 방법이, 수신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접속리스트 저장키가 입력되

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접속리스트 저장키 입력시,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추출된

이미지를 상기 접속리스트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이하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TT 통화중 통화 참여자의 이미지(사진, 아바타 등)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현재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송화자(Talker)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안에 살펴보

기로 한다. PTT 통화가 진행되면 현재 통화중인 참여자들의 전화번호 및 현재 제어권을 가지는 송화자의 전화번호를 실시

간으로 파악할수 있다. 본 발명은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송화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POC 접속리스트(contact list)를 검

색하고, 상기 POC 접속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기 송화자의 이미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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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PTT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를들어 CDMA2000 1x 규격에 따른 무선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로 가정하기로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MPU : Micro-processor Unit)(300)는 상기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들

어,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하고, 통상적인 기능에 더하여 본 발명에 따라 PTT 서비스를 지원

하며, PTT 통화중 현재 제어권을 가지는 송화자(Talker)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기능을 처리한다. 따라서, 이하

의 설명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어부(300)의 처리 및 제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302), 데이터 메모리(304) 및 불휘발성 메모리(306) 등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

(302)는 상기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

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304)는 상기 단말기 동작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램(Random Access Memory)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306)

는 시스템 파라미터(system parameter) 및 기타 저장용 데이터(전화번호, SMS 메시지 등)를 저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

모리는 EEPROM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메모리는 사용자가 등록하는 PTT 통화 상대방들의 목록인 POC

접속 리스트를 저장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상기 POC 접속 리스트(contact list)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전화번호, 닉네

임, 이미지를 포함한다.

키패드(key pad)(308)는 0 ∼ 9의 숫자키들과, 메뉴키(menu), 취소키(지움), 확인키, 통화키(TALK), 종료키(END), 인터

넷 접속키, 네비게이션 키들(상/하/좌/우) 등 다수의 기능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입력 데이터

를 상기 제어부(300)로 제공한다. 한편, 본체 왼쪽 측면에 PTT통화를 위한 사이드 키를 구비한다. 디스플레이부(310)는

상기 단말기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상태 정보(또는 인디케이터), 제한된 숫자와 문자들, 동화상(moving picture) 및 정화

상(still picture) 등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310)는 칼라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300)에 연결된 오디오 코덱(CODEC : Coder-Decoder)(312)과, 상기 코덱(312)에 접속된 스피커(316) 및

마이크(314)는 음성 통화에 사용되는 음성 입출력 블록이다. 상기 코덱(312)은 상기 제어부(300)에서 제공되는 PCM 데

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316)를 통해 송출하고, 상기 마이크(314)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신호를

PCM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300)로 제공한다.

RF모듈(Radio Frequency module)(320)은 안테나(318)를 통해 수신되는 래디오 주파수(RF) 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

저대역처리부(322)로 제공하고, 상기 기저대역처리부(322)로부터의 기저대역신호를 주파수 상승시켜 상기 안테나를 통

해 송신한다. 상기 기저대역처리부(322)는 상기 RF모듈(320)과 상기 제어부(300) 사이에 송수신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처

리한다. 예를들어,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해당 무선 접속 규격(예 : CDMA2000 1x)에 따라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및 확산(spread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신인 경우 수신신호를 역확산(despreading) 및 채널복호(channel

decod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OC 접속 리스트에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특히, 도 4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수신되는 이미지를 POC 접속 리스트에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보여준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이미지를 전송할수 있는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예를들어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메시지, 이메일(e-mail), EMS(Enhanced Messaging Service)메시지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는, 먼저 수신자에게 SMS메시지를 통해 링크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수신자가 SMS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링크정보를 이용해 무선 웹(WEB)에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형태의 서비스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300)는 401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멀티미디어 메

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00)는 411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만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300)는 4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을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300)는 상기 메시지의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자 번호를 가지고 폰북(phone book)을 검색해서 발신

자 이름을 획득하고, 상기 발신자 이름도 함께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300)는 405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조작에 의

해 POC 접속리스트 저장키가 입력되는지 검사한다. 상기 POC 접속 리스트 저장키가 입력될시, 상기 제어부(300)는 407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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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메시지에서 이미지를 추출한후, 상기 제어부(300)는 4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POC 접속 리스트에 상기 추출

된 이미지를 등록한다. 만일, 상기 메시지를 보낸 발신자가 POC 접속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추출된 이미지

를 포함하는 발신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상기 POC 접속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받은 이미지를 POC 접속 리스트에 등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 다른 실시예로 폰북(phone book)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포토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등을 POC 접속 리스트

에 등록할수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 이미지가 등록되는 POC 접속리스트를 이용한 POC 통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이미지가 등록되는 POC 접속리스트를 이용한 POC 통화 절차를 도

시하고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300)는 401단계에서 POC 통화를 위한 로그인이 수행되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POC

통화를 위한 로그인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어부(300)는 527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모드(예 : 대기 모드)를 수행한

다.

만일, 상기 POC통화를 위한 로그인이 수행되면, 상기 제어부(300)는 503단계에서 POC 접속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

대방들의 접속 상태(로그인 여부)를 네트워크(POC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상대방들의 접속 상태를 디스플레이한후, 상기 제어부(300)는 505단계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통화 상대방이 선

택되는지 검사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그룹 통화를 위한 그룹 혹은 1:1 통화를 위한 하나의 상대방을 선택할수 있으며, 이

하 설명은 그룹 통화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통화 상대방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300)는 507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상대방(선택 그룹의 구성원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300)는 509단계에서 POC 통화가 개시되는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POC 통화 개시는 사용자가

POC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감지할수 있다. 일단 POC 통화가 개시되면, 단말기는 말하기 상태(speaking)로 동작하거

나, 듣기 상태(listening)로 동작하거나, 대기상태(waiting)로 동작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300)는 511단계에서 현재 상태가 말하기 상태(speaking)인지 검사한다. 상기 말하기 상태이면, 상기

제어부(300)는 523단계로 진행하여 도 6의 (a)와 같이 사용자 이름(myself)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한후 상기 511단계로 되돌아간다. 다른 실시예로, 사용자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만일, 상기 말하기 상태가 아니면, 상기 제어부(300)는 513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상태가 대기 상태(Waiting)인지 검사한

다. 상기 대기 상태이면, 상기 제어부(300)는 525단계로 진행하여 도 6의 (c)와 같이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

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한후 상기 511단계로 되돌아간다.

만일, 상기 대기 상태가 아니면, 상기 제어부(300)는 515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인지 검사한

다. 상기 듣기 상태이면, 상기 제어부(300)는 517단계로 진행하여 수신되는 음성 패킷에서 발신자 전화번호(또는 송화자

전화번호)를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300)는 519단계에서 상기 추출된 발신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메모리에 저장되

어 있는 POC 접속 리스트를 검색해서 상기 발신자의 이미지를 독출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300)는 521단계에서 도 6의

(b)와 같이 상기 독출된 발신자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후 상기 511단계로 되돌아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TT 통화모드 수행중, 현재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송화자의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출하

고, 상기 검출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POC접속리스트를 검색해서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미지를 이용해 분명하게 표

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송화자 표시 방법은 POC 설정(setting) 메뉴에서 설정할수 있으며, PTT통화중에도 기존 방

법과 제안된 방법 사이를 토클(toggle)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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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OC통화중(또는 PTT통화중) 송화자(talker)를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현재 말

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데이터 콜(data call)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질

저하로 송화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한편,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Push-To-Video 서비스의 경우 서버가 업그레이드(upgrade)되어야 하나, 본 발명은 현재 서비스되는 POC서버

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며, 단말기에서의 기능 변경만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모드 수행중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듣기 상태일 경우, 현재 송화자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서 독출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리스트는 통화 상대방들의 각각에 대해 이름, 전화번호 및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상태가 말하기 상태(Speak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

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상태가 대기 상태(Wait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

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과정은,

상기 듣기 상태일 경우, 수신되는 음성패킷에서 송화자의 번호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추출된 송화자의 번호를 가지고 상기 접속리스트를 검색해서 상기 송화자의 이미지를 독출하는 과정과,

상기 독출된 송화자의 이미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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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모드 수행중, 송화자(talker)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에서 독출하는 과정과,

상기 독출된 송화자의 이미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리스트는 통화 상대방들의 각각에 대해 이름, 전화번호 및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송화자가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

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송화자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Push To Talk) 통화중 송화자(talker) 표시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모드 수행중, 현재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듣기 상태(Listening)일 경우, 현재 송화자의 이미지를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서 독출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 상태가 말하기 상태(Speak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이 하이 라이트(high light)된 통화 참여자들

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상태가 대기 상태(waiting)일 경우,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이름 자리에 대기상태 아이콘이 삽입된 통화 참여자들

의 목록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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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 리스트는 통화 상대방들의 각각에 대해 이름, 전화번호 및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통화를 위한 접속리스트(contact list)에 각 상대방의 이미지도 함께 등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

수신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접속리스트 저장키가 입력되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접속리스트 저장키 입력시,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추출된 이미지를 상기 접속리스트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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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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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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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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