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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신호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장치와; 이동 중 네트워크와 상태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단 방향 음성통신(Push-To-Talk: PTT)단말기에 등록된 상대들의 위치정보를 상기 LBS 장치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의

선택신호에 따라 단 방향 음성통신을 수행하는 단 방향 음성통신 단말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

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방법.

대표도

도 3

색인어

LBS, PTT, 지역별, 선택 통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PTT 단말기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PTT 단말기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방법의 진행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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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이하에서 "LBS"라 함)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Push-To-Talk: 이하에서 "PTT"라 함) 시스템 및 음성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LBS를 통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통화 상대를 그룹별로 나누고, 특정지역에 위치한 상대들과의 단 방향 그룹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음성통신 시스

템 및 음성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PTT란 일종의 워키토키(Walkie-Talkie) 형태의 반 이중(Half-Duplex) 방식인 간선전화시스템(Trunked Radio

System : TRS) 서비스를 단말기에 구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정사업단체(택배, 택시, 병원 등)나 친목단체(동호회, 친

구등) 구성원간에 일대일 혹은 일대다 형태로 음성데이터(voice packet)를 전달하는 단 방향 서비스이다.

PTT 기능을 가진 단말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PTT 단말기에 등록된 리스트(contact list)의 현재 정보를 주기적으

로 업데이트하면서, 마치 폰북을 검색하듯 원하는 상대방이나 그룹에게 PTT 통화를 할 수 있다. 상대방 현재 상태 정보로

는 통화가능 여부(on/off), 대화중 여부(call), 연결 상태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적절한 아이콘(icon)이나 문자

(text)로 표시된다.

PTT 단말기는 각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지만 상대방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특정 영역에 있는 PTT 통신 상대들과의 선택적 통신이 가능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및 통신 방법을 제공하

여 특정 지역에 위치한 상대방과의 신속한 통화를 통해 통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발명은 특정 영역에 있는 PTT 통신 상대들과의 선택적 통신이 가능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및 통신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상대방과의 신속한 통화를 통해 통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불필요한 통신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은 LBS를 통

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 리스트를 그룹핑하고 특정지역 그룹에게만 PTT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구성은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신호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장치와; 이동 중 네트워크와 상태정보를 계속 교

환하면서, 단말기에 등록된 상대들의 위치정보를 상기 LBS 장치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의 선택신호에 따라 단 방향 그룹

음성통신을 수행하는 단 방향 음성통신(Push-To-Talk: PTT) 단말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의 세부적 특징은 상기 PTT 단말기가, 성격

별로 나뉘어진 그룹(group)을 다시 지역별로 그룹핑(grouping)하는 기능과; 전체 상대를 같은 동일 지역별로 그룹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선택한 상대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상대들을 그룹핑하는 기능을 가진 점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의 세부적 특징은 상기 PTT 단말기의 다양한

기능 메뉴는 팝-업(pop-up)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는 점이다.

공개특허 10-2006-0022960

- 2 -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방법은 사용자가 웹(web)상에 등록한 상대방의 현

재상태 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LBS)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과정과; 사용자로부터 메뉴 선택 신호를 입

력받는 과정과; 메뉴 선택신호를 분석하여 해당 처리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통화 신호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대들과의 단 방향 그룹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의 구성과 그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모바일 단말(11, 12, 13)의 현재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는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이하에서 "LBS"라

함)를 단 방향 음성통신 단말기(Push-To-Talk: 이하 "PTT"라 함)에 적용한 기술이다.

모바일 단말(11, 12, 13)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성(30)과, 상기 PTT(11, 12, 13)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20)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스템이 구성되어 본 발명에 따른 음성통신 방법을 구현하게 된다.

LBS는 위치확인기술(Location Detection Technology: LDT)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애플리케

이션을 부가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 방면에 걸친 이용이 가능해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LBS는 이동

통신망이나 위성신호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기술로서 이동통신망기술, 위치 추적기술, 단말기 기술 및 정보기술과의 통합기술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

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LBS는 각 사업자마다 구현 및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GPS모듈을 사용한 방식이냐 단순히 기지국 PN, BASE_ID등의 정보

를 이용한 방식이냐에 따라서 상세함이나 정확도가 다르지만(수 미터의 정확도에서 zone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자신의

위치 알리거나 원하는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위치기반 서비스가 3G를 맞이하면서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전화에 고부가가치의 차별적인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업체들까지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LBS의 정의는

- 위치기반의 응용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 위치정보에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Open GIS Consortium:

OGC)

- 이동하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과 같다.

즉 LBS는

- 사용자의 위치 획득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이라는 중요한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ㆍ기기ㆍ단말ㆍ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

자의 위치정보 활용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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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을 갖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본 발명의 구현 예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사용자가 특정 지역

을 지정한 경우, PTT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대상자(contact list) 정보가 지역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LBS 기능을 적

용하기 위한 방법은 도 4의 흐름도와 같이 진행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방법의 진행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PTT 단말기의 전원을 켜면, 사용자가 웹(web)상에 등록한 접속가능 대상자(contact list)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LBS를

통해 확보된 위치정보도 받는다. 이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된다(S1).

이후, 사용자가 PTT의 메뉴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신호를 입력한다. PTT 단말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메뉴 선택 신호

를 받아들인다(S2).

사용자는 리스트 상의 대상자를 선택하여 위치정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옵션 메뉴를 이용하여, 각 그룹별로 같은 지역

으로 정렬(sorting)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대상자를 동일 지역별로 정렬하거나, 선택한 대상자와 동일 지역에

위치한 대상자(entry)들만 리스팅하는 등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PTT의 화면표시부를 통해 사용자의 메뉴 선택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S3).

이후, 사용자가 리스트 상의 한 명 또는 다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단 방향 음성통신을 수행하게 된다(S4).

예를 들어, 택시회사나 퀵 서비스 배달(Quick), 택배업체에서 특정지역에 위치한 직원들에게만 단 방향 통화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친구, 동호회 등의 회원들중 특정지역에 있는 회원들에게만 그룹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 PTT 서비스에 LBS 개념을 도입하여, 성격별로 나뉘어진 그룹(예, 친구, 동호

회, 동기모임, 직장 등)을 다시 지역별로 그룹핑하여, 원하는 지역에 있는 개인 혹은 그룹에만 PTT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신호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장치와;

이동 중 네트워크와 상태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단말기에 등록된 상대들의 위치정보를 상기 LBS 장치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의 선택신호에 따라 단 방향 그룹 음성통신을 수행하는 단 방향 음성통신(Push-To-Talk: PTT) 단말기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TT 단말기는,

성격별로 나뉘어진 그룹(group)을 다시 지역별로 그룹핑(grouping)하는 기능과;

전체 상대를 같은 동일 지역별로 그룹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선택한 상대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상대들을 그룹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정보 기반서비

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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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PTT 단말기의 다양한 기능 메뉴는 팝-업(pop-up)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치정보 기반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사용자가 웹(web)상에 등록된 상대방의 현재상태 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LBS)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신 받는

과정과;

사용자로부터 메뉴 선택 신호를 입력받는 과정과;

메뉴 선택신호를 분석하여 해당 처리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통화 신호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대들과의 단 방향 그룹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위치정보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기능을 적용한 단 방향 음성 통신 (Push-to-talk)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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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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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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