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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푸쉬-투-토크 서비스를 위한호 설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푸쉬-투-토크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수

화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화자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

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수화자가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

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PTT 서비스를 위한 보다 신속한 호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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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CDMA, PTT, Push to Talk, SDB, Origination message, Reconnect messag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CDMA2000 1X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트래픽 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트래픽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

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

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발호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재접속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널을 통해 제1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타

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제2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

타낸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발호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푸쉬-투-토크(Push to Talk: 이하 'PTT'라 칭함) 서비스

를 위한 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은 그 용도에 따라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한

다.) 방식의 시스템이 있다. 현재 CDMA 시스템에서 음성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IS(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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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및 이에 기반한 규격에 따른다. 통신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은 점차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

원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세대 CDMA 2000(CDMA 2000 1X라 칭함)은 음성 서비스와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는 셀룰러폰(cellular phone)이나 PCS(Personal Communic

ation System) 등의 이동 단말(User Agent: UA)에서 단순히 일대일 음성통화를 수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멀티미

디어 정보의 전송, 방송서비스의 수신 및 PTT의 이용에까지 이르고 있다.

PTT 통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단말에서 표시되고 있는 동료 또는친구들의 그룹들 또는 일반 사용

자 중 음성통화를 원하는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한 후 PTT 서비스를 호출하면, PT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

트워크에서 1:1 또는 그룹간의 통화 경로를 설정한 후 상기 설정된 통화 경로를 통해서 상호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의미한다. 특히 PTT 서비스는 일반 전화와는 달리 PTT 버튼만 누르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경제적

으로 3명 이상의 참여자들에 의한 그룹 통화를 구현할 수 있다.

도 1은 CDMA2000 1X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

와 같이 PTT를 지원하고 PTT 버튼을 장착하고 있으며 CDMA2000 1X 표준에 따른 무선 접속이 가능한 이동 단말(

UA)(10)과, 무선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10)과 패킷들을 송수신하는 CDMA2000 1X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d

io Access Network: RAN)(20)와,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20)를 IP(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는 패킷 통

신 네트워크(40)로 연결하는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30)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40)에 연결되어 PTT 세션을 관리하고 송화자(Talker)로부터의 음성패킷을 수화자(Listener) 그룹으로 중

계하는 PTT 서버(5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PTT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는 시그널링 전송을 위해 SIP(sess

ion initiation protocol)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실시간 음성패킷 전송을 위해 RTP(Real 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할 수 있다. SIP은 일대일(end-to-end) 및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간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통화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세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통화가 끝나면 진행하고 있던 세션 정보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CDMA 1X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를 설정하고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TT 서비스에 의한 그룹 호출(Group Call)시 호

설정시간을 줄이면서 트래픽 채널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도먼트 상태에서 PTT 통화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통화 서비스를 위해 빠른 호설정(Fast Call 설정을 수행하는 시그널링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푸쉬-투-토크(Push to Talk: PTT) 통화를 위한 버튼을 구비하여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서 각각 

동작하는 적어도 2개의 이동단말들과, 상기 적어도 2개의 이동단말들을 패킷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PTT 서버로 구성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있어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역방향 공

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도먼트 상태의 수화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수화자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

과, 상기 수화자가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

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푸쉬-투-토크(Push to Talk: PTT) 통화를 위한 버튼을 구비하여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서 

각각 동작하는 적어도 2개의 이동단말들과, 상기 적어도 2개의 이동단말들을 패킷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PTT 서버로 구성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있어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발호

메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 에 실어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도먼

트 상태의 수화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화자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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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수화자가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할 시, 상기 제2 PTT 요

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발호 메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실어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

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

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해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

널을 설정하면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기존의 소정 필드에 SDB를 포함시킨 발호 메시지에 실어 공통채널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공통채널을 통해 도먼트 상태의 적어도 하나의 수

화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수화자가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면서,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기존의 소정 필

드에 SDB를 포함시킨 발호 메시지에 실어 공통채널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송화자가 수화자로 설정

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

정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

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

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룹 호 서비스(Group Call Service), 구체적으로 푸쉬-투-토크(Push t

o Talk: 이하 'PTT'라 칭함) 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설정에 관련된 지연(latency)을 줄이면서 PTT 통화

를 위한 트래픽 채널을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 단말이 역방향 무선 링크 상으로 PTT 서비스

를 요청하는 경우 최초 PTT 요구 메시지는 SDB(Short Data Burst) 형태로 전송하고 그 응답이 수신되기 이전에 이

동 단말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간에 무선 트래픽 채널을 설정한다.

이하 CDMA2000 1X 및 그에 기반한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기준으로 본 발명의 상세

한 동작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본 발명의 기본목적인 효율적인 PTT 서비스를 위한 호설정 기술은 유사한 기술적 

배경 및 채널형태를 가지는 여타의 이동통신시스템에도 본 발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변형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는 본 발명의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다.

PTT 서비스를 지원하는 CDMA2000 1X 시스템을 통해 한 명의 송화자(Talker)와 다수의 수화자들(Listeners)이 그

룹 호를 연결하는 경우, 도먼트 상태(Dormant)에서 시그널링을 수행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첫 번째 타입을 설명하면, 사용자가 송화자로서 구동하기 위한 이동단말의 PTT 버튼을 누르면, 송화자는 선택

된 수화자들에게 음성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PTT 서비스를 PTT 서버에게 요구하고, PTT 서버는 송화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먼저 보낸다. 그 다음 PTT 서버는 수화자들을 호출(paging)하여 도먼트 상태에 있는 수화자들을 재활성

화(Reactivation) 시킨다. 여기서 재활성화란 도먼트 상태의 수화자들이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무선채널

을 재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화자로부터 PTT 서버로 음성패킷들이 수신되었을 때 수화자들이 아직 음성 패킷들

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음성패킷들은 PTT 서버나 아니면 송화자로부터 수화자들 사이의 다른 네트

워크 노드에 버퍼링된다.

두 번째 타입을 설명하면, 사용자가 PTT 버튼을 눌러 송화자로서의 이동단말을 구동하면, 송화자가 선택된 수화자들

에게 음성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PTT 서비스를 PTT 서버에게 요구하고, PTT 서버는 송화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보내기 전에 수화자들을 먼저 호출(paging)하여 재활성화시킨다. 수화자들로부터 상기 재활성화의 완료에 따른 응답

이 수신되면,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응답을 보내어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도록 한다.

이동단말에 연결된 패킷호가 존재하면 PTT 서비스의 요구와 응답에 관련된 시그널링 메시지들은 트래픽 채널을 통

해 송수신된다. 만약, 이동단말에 연결된 패 킷호가 없는 경우, 이동단말은 PTT 호를 위한 트래픽 채널을 설정한 다

음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PTT 시그널링 메시지들을 송수신한다. 도먼트 상태에서 PTT 호가 설정되기 위

해서 송화자는 재활성화 절차를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트래픽 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PDSN 등의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을 도시하지 않았으나, 

송화자와 수화자들은 각각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PDSN을 통해 PTT 서버에 접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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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송화자와 수화자는 각각 트래픽 채널의 할당 및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연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인 것으로 한다. 상기 도먼트 상태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의 버스트 트래픽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

에서 무선 트래픽 채널을 해지하고, 이동단말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재접속에 관련된 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PTT 서버와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 TCH)을 설정한다.(110) 트래픽 채널이 설정된 후, 

송화자와 PTT 서버는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와 PTT 확인 메시지('G

rant/Deny')를 교환한다.(120,130)

PTT 서버는 상기 PTT 확인 메시지를 전송함에 의해 송화자에게 허가 톤(grant tone)을 울린 다음, 수화자들을 호출

하여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한다.(140) 상기 호출은 PTT 서버의 요구에 응답하여 수화자들을 서비스하는 적어도 하

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가 수화자들에게 호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재활성화 절차에 의해 PTT서버와 수화자 사이에 트래픽 채널이 설정되면(150), PTT 서버는 상기 트래픽 채널

을 통해 PTT 요구 메시지('announce')를 수화자에게 전송하고(160) 수화자들은 마찬가지로 상기 트래픽 채널을 통

해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로 응답한다.(170) 그러면 송화자와 수화자들은 RTP에 따라 음성 패킷들을 상호 

교환한다.

수화자들이 도먼트 상태에서 트래픽 채널의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송화자로부터 RTP에 의해 송신되는 음성 패킷들

은 PTT 서버나 다른 네트워크 소자에 버퍼링된다.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에 트래픽 채널의 설정이 완료되면, 버퍼

링된 음성 패킷들 및 그 이후의 음성 패킷들이 수화자로 전달된다. 만약 상기 과정 140에서 PTT 서버가 송화자에게 

허가 톤을 울린 후 수화자들부터 호출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상기 버퍼링된 음성 패킷들은 폐기되며 PTT 서버는 

송화자와 PTT 호 해제 절차를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트래픽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PTT 서버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한다.(210) 트래픽 채널이 설정된 후 송화자는 PTT 서버에게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송신한다.(220)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허

가 톤을 울리기 전에 먼저 수화자들을 호출하고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한다(230).

상기 재활성화 절차에 의해 PTT 서버와 수화자들 사이에 트래픽 채널이 설정되면(240), PTT 서버는 상기 트래픽 채

널을 통해 PTT 요구 메시지('announce')를 수화자에게 전송하고(250) 수화자들은 마찬가지로 상기 트래픽 채널을 

통해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로 응답한다.(260) 그러면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PTT 확인 메시지('Grant/De

ny')를 송신하고 허가 톤을 울린다.(270) 이상의 절차들이 완료되면, 송화자와 수화자들 사이에 RTP를 통해 음성 패

킷들이 교환된다.(280,290)

이상에서 설명한 두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송화자가 허가 톤을 늦게 받지만 수화자들로부터 응답을 이미 받았으므로 

수화자들부터 응답이 없을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PTT 호 해제 절차는 피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도 2 및 도 3은 PTT 시그널링 메시지들이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트래픽 채널의 설정

요구, 응답, 호출 등에 관련된 지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PTT 서비스는 사용자가 PTT 버튼을 누르고 말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 톤을 듣기까지의 설정 시간이 빠를수록 그 효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에서는 도먼트 상태에서의 송화자가 재활성화에 의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기까지 약 2

~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PTT 시그널링 메시지가 수화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다시 1~3초의 호출 시간이 소요

되고, 다시 수화자들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데 약 2~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PTT 호 설정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므로 PTT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단문 데이터 버스트(Short Data Burst: 이하 'SDB'라 칭함)를 지원하는 무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P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개시한다. 단문 데이터 버스트란 알려진 바와 같이 대기상태

의 이동단말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의 시그널링 및 제어를 위한 공통채널(Common Channel), 즉 1XEVDO Re

lease A 규격에 따른 공통채널 또는 페이징/액세스 채널(Paging/Access Channel)을 통해 제한된 분량의 데이터(주

로 텍스트)를 전송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단문 버스트 메시지 서비스는 트래픽 채널의 할당에 따른 부

담을 가지지 않고도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CDMA를 비롯한 대부분의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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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원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PTT 시그널링(요구/응답) 메시지를 순방향 및 역방향 공통 채널에 실어 전송하며, 이때 PTT 시그널

링 메시지는 SDB 포맷으로 만들어진다. 순방향 공통제어 채널(Forward Common Control Channel: F-CCCH) 및 

역방향 확장 액세스 채널(Reverse Extended Access Channel: R-EACH)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에 따른 PTT 시그널링 메시지는 공통채널의 1XEVDO Release A의 새로운 공통채널이나 페이징/액

세스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르면, PTT 단말은 트래픽 채널 대신 빠른 전송이 가능한 DBM(Data Burst Mes

sage)에 PTT 요구 메시지를 실어 공통채널을 통하여 전송하고, 상기 PTT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도중

에 미리 발호 메시지(Origination Message)나 재접속 메시지(Reconnect Message)를 전송하여, PTT 음성 패킷들의

전송을 위한 트래픽 채널을 설정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르면, PTT 단말은 발호 메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PTT 요구 메시지를 실어 

공통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PTT 음성 패킷들의 전송을 위한 트래픽 채널을 설정한다. 상기 PTT 요구 메시지는 PTT

서버로 전달된다.

이하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에 따른 상세한 동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PTT 서비스의 첫 번째 타입

과 두 번째 타입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

도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 등의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은 도시하지 않았으

나,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PTT 서버간에 메시지의 흐름은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을 경유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무선 채널들은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 사이에 연결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SDB의 형태로 만들어진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역방향 확장 액세스 채널(Reverse Extended Access Channel: R-EACH)을 통해 PTT 서버에게 전

송한 후(310),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의 사이에 바로 트래픽 채널의 설정 절차를 시작한다(320). 여기서 

설정되는 트래픽 채널은 기본채널(Fundamental Channel: FCH) 또는 전용 제어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DCCH)이다.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SDB 형태 또는 일반 트래픽 채널을 위한 메시지 형태로 만들어진 PTT 확인 메시지('Grant/

Deny')를 순방향 공통제어 채널(Forward Common Control Channel: F-CCCH)을 통해 전송하여 허가 톤을 울리고,

(330) 수화자들에게 F-CCCH를 통해 SDB 형태의 PTT 요구 메시지('announce')를 전송한다(340).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하고(350) 상

기 재활성화 절차에 의해 트래픽 채널의 설정이 완료되면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를 R-EACH를 통해 PTT 

서버에게 전송한다.(360) 그러면, 송화자와 PTT 서버 사이(370) 및 PTT 서버와 수화자들 사이(380)에서 RTP를 통

한 음성 패킷들의 흐름이 가능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를 나

타낸 것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SDB형태의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

를 R-EACH를 통해 PTT 서버에게 전송한 후(410),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바로 트래픽 채널의 설정 절차

를 수행한다.(420) PTT 서버는 SDB 형태의 PTT 요구 메시 지('announce')를 F-CCCH를 통해 수화자들에게 전송

한다.(430)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announce')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

하고,(440) 상기 재활성화 절차에 의해 트래픽 채널의 설정이 완료되면 SDB 형태 또는 일반 트래픽 채널의 메시지 형

태로 만들어진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를 R-EACH를 통해 PTT 서버에게 전송한다.(450) PTT 서버는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를 송화자에게 송신하여 허가 톤을 울린다(460). 그러면 송화자와 PTT 서버사이(470) 및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480)에 RTP에 따라 음성 패킷들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널을 통해 첫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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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 등의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은 도시하지 않았으

나,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PTT 서버간에 메시지의 흐름은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을 경유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무선 채널들은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 사이에 연결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SDB 형태로 만들어진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발호 메시지(SDB+Origination) 또는 재접속(SDB+Reconnect) 메시지에 실어 역방향 확장 액세스 채

널(R-EACH)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해당하는 무선 액세 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의 설정을 위한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한다.(510) 여기서 설정되는 트래픽 채널은 기본채널(Fundamental Channel: FCH) 또는 전용 제어채널(Dedica

ted Control Channel: DCCH)이다.

상기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수신한 PTT 서버는 SDB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를 순

방향 공통 제어채널(F-CCCH)을 통해 전송하여 허가 톤을 울린다.(520) 이후 PTT 서버는 수화자들에게 F-CCCH를

통해 SDB 형태의 PTT 요구('announce') 메시지를 전송한다.(530)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할 시 SDB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 메시지를 

발호 메시지나 재접속 메시지에 실어 R-EACH를 통해 PTT 서버로 응답한다.(540) 그러면 송화자와 PTT 서버사이(

550) 및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560)에서는 RTP를 통한 음성 패킷들의 흐름이 가능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하는 메시지 흐름도를 나

타낸 것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SDB 형태의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

)를 발호 메시지(SDB+Origination) 또는 재접속 메시지(SDB+Reconnect)에 실어 R-EACH를 통해 PTT 서버에게 

전송함으로써,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의 설정 절차를 수행한다(610). PTT 서버는 수화자들

에게 SDB 형태의 PTT 요구 메시지('announce')를 F-CCCH를 통해 전송한다.(620)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announce')에 응답하는 SDB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를 발호 메

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실어 R-EACH를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한다.(630)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SDB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를 F-CCCH를 통해 송

신하여 허가 톤을 울린다.(640) 그러면 송화자와 PTT 서버사이(650) 및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660)에서는 RTP

에 따라 음성 패킷들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나타낸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위해 발호 메시지나 재접속 메시지 내에는 SDB 형태의 메시지 필드들이 포

함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발호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며,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재접속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8 및 상기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호 메시지 및 재접속 메시지에는 서비스 옵션(SERVICE_OPTION) 등

을 나타내는 고유한 필드들 이외에 DBM_INCL 필드가 포함된다. 상기 DBM_INCL 필드가 '0'일 때에는 DBM 메시지

필드들이 생략되고, '1'일 때에는 DBM 메시지 필드들이 포함되어 PTT 시그널링 메시지를 피기백(piggybacking) 수

송한다.

발호 메시지 및 재접속 메시지에 포함되는 주요한 DBM 메시지 필드들을 살펴보면, BURST_TYPE 필드는 포함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며, NUM_FIELDS 필드는 이어지는 CHARi 필드에 포함되는 필드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상

기 BURST_TYPE 필드 가 PTT 시그널링(요구/확인)에 대응하는 DBM 유형을 나타내는 미리 정해진 값을 가지는 경

우에, 상기 CHARi 필드는 송화자 또는 수화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PTT 요구/확인 메시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트래픽 채널을 이용하는 PTT 서비스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사용하는 PTT 서비스에 대해, PTT 호

설정에 소요된 지연(latency)을 각각 계산해 보면 하기와 같다. 여기에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PTT 서버의 내부 프로세싱 지연은 무시한다. 또한 트래픽 채널의 설정에 걸리는 시간이 PTT 시그널링 

메시지가 PTT서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전송 시간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트래픽 채널을 이용하는 PTT 서비스

= T tch1 + T request1 + T paging + T tch2 + T request2 + T confirm

여기서 T tch1 은 송화자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시간이고, T request1 은 송화자가 PTT 서버로 PTT 요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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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송하는 시간이고, T paging 은 PTT 서버가 수화자들을 호출하는 시간이고, T tch2 는 수화자들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시간이고, T request2 는 PTT 서버가 수화자들로 PTT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이고, T confirm 은 수화

자들이 PTT 서버로 PTT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이다.

공통 채널을 이용하는 PTT 서비스

= T request1 + T request2 + T tch

여기서 T request1 은 송화자가 PTT 서버로 PTT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이고, T request2 는 PTT 서버가 수화

자들로 PTT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이고, T tch 는 수화자들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시간이다.

이상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통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호설정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공통채

널을 통해 제1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마찬가지로 무선 액세

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 등의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은 도시하지 않았으나,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PTT 서버간에 

메시지의 흐름은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과 PDSN들을 경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무선

채널들은 송화자 또는 수화자들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 사이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트래픽 채널 설정 절차와 동시에 PTT 요구 메

시지('Can I get floor?')를 발호 메시지(Origination with DBM)에 실어 PTT 서버로 전송한다(710).

여기서 발호 메시지에 SDB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발호 메시지 내의 서비스 옵션 필드(SERVICE OPTION field)에 P

TT 서비스를 위한 값을 정의하여 입력하고, 채리 필드(CHARi field)에 PTT 시그널링 메시지 즉, PTT 요구 메시지

를 피기백(piggybacking)한다. 또한, 상기 트래픽 채널 설정 절차는 송화자가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

픽 채널의 설정을 위한 재활성화 절차를 말한다.

상기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수신한 PTT 서버는 DBM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를 

공통채널(F-Common) 또는 트래픽 채널(TCH)을 통해 송화자에게 먼저 전송하여 허가 톤을 울린다(720). 여기서 P

TT 확인 메시지('Grant/Deny')는 DBM 형태의 SDB, SMS, 및 GPS메지시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후

PTT 서버는 수화자들에게 DBM 형태의 PTT 요구('announce') 메시지를 전송한다(730).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하면서 PTT 

확인 메시지('I am ready')를 DBM의 패이로드(payload)인 SDB에 실어 발호 메시지에 피기백(piggybacking)하여 P

TT 서버로 응답한다(740). 그러면 송화자와 PTT 서버 사이 및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에서는 RTP를 통한 음성 패

킷들의 흐름이 가능하게 된다(750,760).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공통 채널을 통해 제2타입의 PTT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

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송화자는 사용자의 PTT 버튼 누름에 응답하여 현재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트래픽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즉 도먼트 상태이면), 트래픽 채널 설정 절차를 수행함과 동시에 PTT 요구

메시지('Can I get floor?')를 발호 메시지(Origination with DBM)에 실어 PTT 서 버로 전송한다(810).

PTT 서버는 수화자들에게 DBM 형태의 PTT 요구 메시지('announce')를 전송한다(820). 여기서는 DBM 형태 중 S

DB가 전송된다. 수화자들은 상기 PTT 요구 메시지('announce')에 응답하는 SDB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I am re

ady')를 DBM의 패이로드인 SDB에 실어 발호 메시지에 피기백하여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

트워크와 재활성화 절차를 수행한다(830).

PTT 서버는 송화자에게 DBM 형태의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를 공통 채널(F-Common) 또는 트래픽 채널(

TCH)을 통해 전송하여 허가 톤을 울린다(840). 여기서는 PTT 확인 메시지('Grant/Deny')가 DBM 형태 중 SDB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840 단계가 수행되면, 송화자와 PTT 서버 사이 및 PTT 서버와 수화자 사이에서는 RTP를 통해

음성 패킷들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850,860).

이상에서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예를 위해 발호 메시지 내에는 SDB 형태의 메시지 필드들을 추가로 구비하지 않고, 

기존의 발호 메시지 내의 소정 필드에 DBM의 메시지 내용을 피기백하는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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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발호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 12에 도시

된 발호 메시지 포맷의 서비스 옵션(SERVICE_OPTION)필드에는 PTT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값이 입력되고, 채리 

필드(CHARi field)에는 PTT 시그널링(요구/확인) 메시지가 피기백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트래픽 채널 설정을 수행할 때 기존의 발호 메시지의 포맷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포맷에 DBM

메시지의 내용을 피기백하여 PTT 서버로 전 송함으로써, PTT 호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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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는 PTT 시그널링을 위해 별도의 메시지들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PTT 서비스를 위한 무선 정합상의 효율적인 절차 및 무선 자원의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SIP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그널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

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

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PTT 단말이 PTT 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PTT 시그널링 메시지를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함과 함께 트래픽 

채널의 설정을 미리 시도하거나, 트래픽 채널의 설정을 위해 공통 채널로 전송되는 발호 메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PTT 시그날링 메시지를 실어 전송함으로써, 트래픽 채널의 설정 및 PTT 시그널링 메시지의 교환으로 인한 지연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PTT 이동 단말기가 PTT 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트래픽 채널의 설정하면서 발호 메시지의 소정 필드에 SDB를 

포함시켜 설정된 공통 채널로 전송함으로써, 트래픽 채널의 설정 및 PTT 시그널링 메시지의 교환으로 인한 지연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

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푸쉬-투-토크(Push to Talk: PTT) 통화를 위한 버튼을 구비하여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서 각각 동작하는 적어도 2개

의 이동단말들과, 상기 이동단말들을 패킷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PTT 서버를 구비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있어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수화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화자

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수화자가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역방향 공

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4-0094275

- 10 -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상기 수화자에게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

여, 상기 송화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수화자로부터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송화

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PTT 요구 메시지들은 단문 데이터 버스트(Short Data Burst: SDB)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PTT 확인 메시지는 단문 데이터 버스트(SDB) 형태 또는 트래픽 채널을 위한 메시지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화자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는,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자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는,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은, 역방향 확장 액세스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은, 순방향 공통 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0.
푸쉬-투-토크(Push to Talk: PTT) 통화를 위한 버튼을 구비하여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서 각각 동작하는 적어도 2개

의 이동단말들과, 상기 이동단말들을 패킷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PTT 서버를 구비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있어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한 제1 PTT 요구 메시지를 발호 메시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실어 역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수화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화자

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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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화자가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할 시,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발호 메시

지 또는 재접속 메시지에 실어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상기 발호 메시지 또는 상기 재접속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상기 수화자

에게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상기 송

화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송화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수화자로부터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송화

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PTT 요구 메시지들과 상기 PTT 확인 메시지들은, 단문 데이터 버스트(Short Data Burst: SDB) 형

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송화자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는,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자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는,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은, 역방향 확장 액세스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은, 순방향 공통 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8.
푸쉬-투-토크(Push to Talk: PTT) 통화를 위한 버튼을 구비하여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서 각각 동작하는 적어도 2개

의 이동 단말기들과, 상기 이동 단말기들을 패킷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PTT 서버를 구비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에 있어서,

송화자가 PTT 통화를 개시하기 위해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제1 PTT 요구 메

시지를 발호 메시지에 실어 공통채널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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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TT 서버가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공통채널을 통해 도먼트 상태의 적 어도 하나의 수화자에게 전송하는 단

계;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수화자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

크와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면서,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발호 메시지의 소정 필

드에 실어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송화자가 상기 수화자로 상기 설정된 트래픽 채널들을 통해 상기 PTT 서버를 경유하여 음성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필드는 상기 발호 메시지 내의 서비스 옵션 필드(SERVICE OPTION field) 및 채리 필드(CHARi fiel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옵션 필드에는 PTT 서비스를 위해 정의된 값이 입력되고, 상기 채리 필드에는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

지 또는 상기 수화자가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가 피기백(piggybacking)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상기 발호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를 상기 수화자에게 전송하기 이전에, 상

기 발호 메시지에 실린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공통 채널 또는 트래픽 채널을 통

해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송화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수화자로부터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는 PTT 확인 메시지를 공통 채널 또는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송화자의 이동단말에서 허가 톤이 울리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3.
제 21항 또는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PTT 요구 메시지들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송화자에게 전송하는, 상기 제1 PTT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

는 PTT 확인 메시지들은 단문 데이터 버스트(Short Data Burst: SD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4.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송화자가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

한 호 설정 방법.

청구항 25.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자가 도먼트 상태에서 재활성화 절차를 통해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를 위

한 호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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