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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그룹통신 중 특정 멤버에게만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

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요청 메시지를 PoC(Push-to-talk over Cellular; 이하 'PoC')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PoC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허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그룹통신 멤버 중 특정 멤버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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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Real Time Protocol; 이하 'RTP')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 통

신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룹통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 특정 멤버에게만 RTP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그룹통신 중 특정 멤버에게만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요청 메시지를 PoC(Push-to-talk over Cellular; 이하 'PoC')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PoC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허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그룹통신 멤버 중 특정 멤버에게만 RTP(Real Time Protocol; 이하 'RTP')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 통신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의 옵션 필드(option field)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 통신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옵션 필드의 옵션 ID 필드에 상기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임을 알리기 위한 식별자를 삽입하고,

상기 옵션 필드의 옵션 값 필드에 상기 특정 멤버의 이름을 삽입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

용한 그룹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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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그룹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간 그룹통신 중 특정 상대에게만 음성 혹은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통의 전화 통화는 두 사람이 송신 채널과 수신 채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그룹통

신 서비스는 그룹을 구성하는 다수의 멤버들이 하나의 방송채널을 공유하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통신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룹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PTT(Push-To-Talk) 시스템이다. PTT 시스템은 단일 주파수 또는 전용채널에 의존한

다. 그룹에 속한 각 개인이 송신버튼을 누르고 그룹의 다른 참가자와 통신한다. 따라서, 한번에 한 참가자만이 다른 참가자

들에게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격회의 시스템에 요구되는 고 비용의 미디어 혼합기(Mixer)를 사용하지 않

고도 쉽고 간편하게 그룹에 속한 다른 참가자들과 즉시 그룹통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가자들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 배경잡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그룹통신에 의한 일대다 통신의 실시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PoC 서버(130)

를 통해 클라이언트 A(110)가 동일 통신그룹 내의 멤버들(클라이언트 B,C,D)(121, 122, 123)에게 동일한 음성 데이터(혹

은 기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다자간 통화 중에도 그룹통신 멤버들 중 어느 한 멤버에게만 음성 정보 혹은 기

타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종래의 기술에 의한 그룹통신에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즉, 다자간 통화에 참여한 각 그룹멤버들에게도 모두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그룹통신 중 특정 멤버와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통신 방법을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그룹통신 중 개별 통화를 위해 세션을 종료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그룹통신 중 보안이 보장된 일대일 통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삭제

삭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그룹 통신방법은, 그룹통신 중 특정 멤버에게만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토크 버

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요청 메시지를 PoC(Push-to-talk

over Cellular; 이하 'PoC')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PoC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허가 메시지를 수신하

는 단계와; 상기 그룹통신 멤버 중 특정 멤버에게만 RTP(Real Time Protocol; 이하 'RTP')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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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과 그 작용을 설명하며, 도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본 발

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 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일대다 통신 중 귓속말 실시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먼저 그 구성을 살펴보면, 그룹통신 멤버 중 특정 멤버에게만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A,B,C,D)들로 구성된 통신 그룹(210, 221, 222, 223)과; 상기 통신 그룹을 이루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그룹통신을 처리하

는 PoC 서버(2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예시도에서는 클라이언트 A(210)가 그룹 멤버 중 하나의 클라이언트 C(222)에게 귓속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하고 있다.

그 반대의 경우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 사이의 동작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언급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일대다 통신의 경우 클라이언트 A(210)가 제공하는 음성 데이터(혹은 기타 데이터)는 PoC 서

버(230)를 거쳐 각 클라이언트 B,C,D(221, 222, 223)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만일, 클라이언트 A(210)가 그룹 멤버 중 하나의 클라이언트 C(222)에게 귓속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A(210)

는 상기 클라이언트 C(222)로 귓속말을 하기 위한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를 PoC 서버

(230)에 전송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그룹통신 중 클라이언트 A(210)가 클라이언트 C(222)에게 귓속말 기능을 하기 위한 토크 버스트 요

청 메시지의 생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상기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의 옵션 필드에 귓말 기능을 위한 정보를 삽입한다.

이때, 상기 옵션 필드는 옵션ID(Option ID) 필드와 옵션 길이(option length) 필드 및 옵션 값(option value) 필드로 구성된

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옵션 필드의 옵션 ID 필드에 상기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임을 알

리기 위한 식별자를 삽입한다. 또한, 상기 옵션 필드의 옵션 길이 필드에 상기 RTP 패킷을 삽입한다. 또한, 상기 옵션 필드

의 옵션 값 필드에 상기 귓말 기능을 위한 특정 멤버의 이름이 삽입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그룹통신 중 특정 멤버에게 귓말 기능을 하기 위해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의 옵션ID(Option ID)

필드와 옵션 길이(option length) 필드 및 옵션 값(option value) 필드에 각각 상기 식별자 정보와 RTP 패킷 및 귓말 대상

자의 이름을 삽입시켜 생성하는 것이다.

[표 1]

option ID field 정보

1 Talk Burst Request Priority Level

2 Talk Burst Request Timestamp

3 Talk Burst Request Sendonly

삭제

삭제

도 3은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한 클라이언트와 PoC 서버와의 동작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먼저, 세션이 설정되면(S31), 그룹통신의 일원인 클라이언트 A(210)는 그룹통신 멤버 중 특정 멤버인 클라이언트 C(222)

에게만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를 생성한다.

이때,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는 옵션 ID 필드 값을 "3"으로 세팅하고(S32), 옵션 값(option value) 필드에 클라이언트 C

(222)의 이름을 입력한다(S33).

클라이언트 A(210)는 상기와 같이 완성된 토크 버스트 요청 메시지(Talk Burst Request Message)를 PoC서버로 전송한

다 (S34).

PoC 서버(230)는 수신된 요청 메시지의 옵션ID를 확인하여 분석한다(S35). 만일 옵션 ID 필드의 값이 "3"인 경우에는 귓

말 대상자가 저장된 옵션값(option value) 필드에 포함된 값을 저장한다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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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서버(230)는 상기 귓속말을 요청한 클라이언트 A(210)에게 허가 메시지(TBCP Granted Message)를 전송한다.

귓속말 기능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클라이언트 A(210)는 그룹통신 멤버 중 클라이언트 C(222)에게만 제공될 RTP

(Real Time Protocol)에 의한 패킷을 PoC 서버(230)로 전송한다 (S37).

삭제

PoC 서버(230)는 귓말 대상자를 확인하고(S38), 해당 멤버에게만 수신받은 패킷을 전송한다 (S39).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 가능함은 물론이다. 일 예로, 본 설명에서는 RTP 패킷으로 표현하였으나 귓속말을 통해 특정 멤버에게

만 음성이나 기타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

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그룹통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 특정 멤버에게만 RTP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그룹통신에 의한 일대다 통신의 실시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일대다 통신 중 귓속말 실시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한 클라이언트와 PoC 서버와의 동작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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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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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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