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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푸시투토크 방식의 통화 방법

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Push To Talk) 방식의 통화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통신 단말

기가 PTT 통화 참여를 알리지 않으면서 해당 PTT 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기능 설정 조작을 받는 경

우,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 수

신시 상기 PTT 통화 요청을 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방

식으로 알리고,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허용하는 조작을 받는 경우 이를 상기 PTT 서버로 알리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

가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숨어듣기 요청의 허용 알림이 있을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

듣기 기능이 설정된 상태임을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로 알리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들간에 PTT

통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과,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들이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지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PTT 통화 참여자로 표시하지 않으며 PTT 통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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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 이동통신, INVITE, 중요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푸시투토크(PTT: Push To Talk)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전체 블록 구성

도

도 2a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PTT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체 블록 구성도

도 2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PTT 이동통신 단말기의 외관 구조도

도 3은 도 1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PTT 통화 동작의 일 예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TT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 통화 연결 동작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푸시투토크(PTT: Push To Talk)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PTT 이동통신 단말기에

서의 PTT 통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PTT는 무전기의 기본 통화 방식을 일컫던 용어로서, 사용자가 무전기나 TRS(Trunked Radio System) 단말기에 적절히

마련된 PTT 버튼을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는 PTT 버튼을 누르고, 들을 때는 PTT 버튼을 떼어 쌍방간에 통

화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러한 PTT 통화 방식은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가 즉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최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에 고유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를 부여한 후 VoIP(Voice over IP) 방식의 일

명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VoIP를 이용하여 무전기처럼 이동통신 단말기간에 일대일 또는 일대다

형식으로 이동통신 P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PTT 서비스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 간에 다수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음성/데이터 서비

스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는 PTT 서비스 요청시에 미리 PTT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

절히 구비되는 PTT 버튼을 누르게 되며, 이에 따라 PTT 이동통신 단말기는 PTT 서비스 요청을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한

다. 이동통신망에서는 자원의 이용가능성, 요청한 사용자의 우선순위 등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요청된 자원을 할당한다. 이에 따라 특정 사용자 그룹내의 모든 다른 활성 사용자들과의 접속이 설정된다. 이때 착신

측 PTT 이동통신 단말기는 적절한 알림음의 출력 및 메시지의 표시로 PTT 통화 요청이 수신되었음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다. 이에 상기 착신측 PTT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PTT 통화 요청이 수신되었음을 인지하고, 발신측 PTT 이동통신 단

말기의 발신자와 PTT 통화를 개시한다. 음성 접속이 설정된 후에 상기 서비스 요청한 사용자는 음성을 전송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은 그 채널에서 상기 전송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이동통신 PTT 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 및 채용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PTT 그룹 통화시 그룹 통화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다른 그룹 통화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참여 상태를

알리지 않고서 그룹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 방식의 통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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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Push To Talk) 방식의 통화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PTT 통화 참여를 알리지 않으면서 해당 PTT 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기능 설정 조작을 받는 경우,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 수신시 상기 PTT 통화 요청을 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방식으로 알리고,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허용하는 조작을 받는 경우 이를 상기 PTT

서버로 알리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숨어듣기 요청의 허용 알림이 있을 경

우,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 알리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설정된 상태임을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로 알리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들

간에 PTT 통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과,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들이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지

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PTT 통화 참여자로 표시하지 않으며 PTT 통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변형이나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푸시투토크(PTT: Push To Talk)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전체 블록 구성

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PTT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은 먼저, 해당 서비스 영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이동통신 단

말기(101, 102, 103)와 통신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Transceiver System)(111,

112)을 구비한다. 다수의 기지국(111, 112)은 교환국 시스템(Mobile Switching Center: MSC)에 접속되는데, 교환국 시

스템(120)은 데이터망을 통해 PTT 서버(130)와 접속된다.

PTT 서버(130)는 PTT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뿐만 아니라 PTT 통신 요청 중재, 유지 및 각 가입자별 등록 리

스트의 배포, 필요한 시스템과 망 자원의 호 설정과 분리를 포함하는, PTT 사용자 그룹의 실시간 관리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PTT 서버(130)는 이동통신망에서의 PTT 서비스를 위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PoC(PTT over Cellular) 서버

(132)와, PTT 가입자의 정보 및 각 가입자의 그룹 리스트(일명 '버디리스트, buddy list'라 칭함) 등을 관리하는 GLMS

(Group and List Management Server) 서버(134)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1, 102, 103) 각각은 상기 PTT 서버(130)에 PTT 통화 요청을 비롯한 PTT 관련 동작을 수행하

는 PTT 모듈을 구비하고 있으며, PTT 통화 수행시에 미리 적절히 설정된 포맷의 PTT 통화 요청을 기지국(111, 112)으

로 무선 전송한다. MSC(120)는 기지국(112, 112)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1, 102, 103)로부터의 PTT 통화 요청

을 PTT 서버(130)로 제공하는데, MSC(120)은 이러한 PTT 요청을 포함하여, PTT 서버(130)와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 IWF(Inter Working Function)을 구비한다.

한편,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101, 102, 103)를 통해 PTT 서버(130)에 접속하여 자신이 설정한 그룹 리스트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신설, 변경 및 삭제와 같은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는 PC(104)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PTT 서버(130)에 접속할 수 있으며, PTT 서버(130)에 자신이 설정한 그룹 리스트 및 개인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다.

도 2a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PTT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체 블록 구성도이며, 도 2b는 이의 외관 구조도이다. 도 2a 및 2b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동작을 수행하며, 스피커(251), 표시부(LCD:

Liquid Crystal Display)(252), 키입력부(254), 마이크(258) 등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250)와, 무선 신호 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RF/IF 처리부(230)와, ROM 및 RAM으로 구성되어 이동통신 단말기의 각종 동작 프로그램 및 동작 관련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부(220)와, 음성신호 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음성신호 처리부(CODEC)(240) 및 이동통신 단말

기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의 역할과 모뎀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국 모뎀장치(MSM : Mobile Station Modem)

(21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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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기능부들의 구성 및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250)에서, 마이크(256)는 전화통화시

사용자의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음성신호 처리부(240)로 보내며, 스피커(251)는 이와 반대로 음성신호 처리부

(240)로부터 음성 신호를 제공받아 이에 따른 가청음을 발생한다. 키입력부(254)는 숫자 및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다수의

숫자/문자키들과 이동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기능 키 및 PTT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의 PTT 키(254a)를

구비하여 사용자로부터 특정 키의 입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 키 입력 데이터를 이동국 모뎀장치(210)로 제공한다. 도 2a에

서는 상기 PTT 키(254a)가 별도로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이러한 PTT 키로서 종래에 구비된 기능 키들 중 하나

를 이용할 수도 있다. 통상 LCD로 구성되는 표시부(252)는 LCD 제어기, 영상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으

로 구성되어, 이동국 모뎀장치(210)의 제어하에 이동통신 단말기의 현재 상태, 사용자 메뉴 등의 정보의 문자 표시나 배경

영상을 표시한다. 이때 상기 표시부(252)의 LCD에는 터치스크린(touch screen)(253)이 채용될 수도 있다.

RF/IF 처리부(230)는 송신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 변환 및 증폭하는 RF 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이동국 모뎀장치(210)로부터 받은 변조된 신호를 중간주파수로 변

환한 후 다시 고주파(RF) 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기지국으로부터 고주파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여 이를 중간주파수와 기저대역으로 순차적으로 변환하여 이동국 모뎀장치(210)로 제공한다.

통상 오디오 코덱으로 구성되는 음성신호 처리부(240)는 마이크(256)로부터 수신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

(PCM)로 변환하여 이를 이동국 모뎀장치(210)로 보내며 이동국 모뎀장치(210)로부터 들어오는 상대편 음성의 디지털 신

호(PCM)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251)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성신호 처리부(240)는 별도로 블록으

로 도시하였으나, 이동국 모뎀장치(210)에 원칩화되어 포함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동국 모뎀장치(210)는 키입력부(254)로부터 입력되는 키데이터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각동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

한 기능 수행에 따른 현재 상태 및 사용자 메뉴 등의 정보를 표시부(252)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특히 전화통화를

위한 음성신호 처리시에는 음성신호 처리부(240)로부터 제공받은 PCM 음성신호를 채널 코딩(channel coding) 및 인터리

빙(interleaving)을 통해 변환한 후 변조하여 RF/IF 처리부(230)로 제공하며, RF/IF 처리부(230)로부터 제공되는 음성신

호를 복조, 등화(Equalization), 채널 디코딩(Channel decoding) 및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을 거쳐 PCM 음성신호로

생성한 후 이를 음성신호 처리부(240)로 보낸다. 또한 이동국 모뎀장치(210)에는 PTT 서비스 수행을 위한 PTT 모듈이

구비되어, 본 발명의 특징에 PTT 통화 동작을 수행하며, 특히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PTT 그룹 통화 중 특정 사용자와 일

대일 통화를 수행한다.

도 2a, 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키입력부(254)를 이용하여

다이얼링 동작을 수행한 후 발신모드를 설정하면, 이동국 모뎀장치(210)는 이를 감지하고 입력되는 다이얼 정보를 처리한

후 RF/IF 처리부(230)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RF/IF 처리부(230)를 통해 수신되는 상대 가입자의 응답신

호는 음성신호 처리부(240)를 스피커(251)로 출력되게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착신모드시에

는 상기 이동국 모뎀장치(210)는 RF/IF 처리부(230)를 통해 착신모드임을 감지하고, 음성신호 처리부(240)를 통해 링신

호가 발생되도록 한다. 이후 사용자의 응답시 이동국 모뎀장치(210)는 이를 감지하고, 마찬가지로 음성신호 처리부(240)

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도록 하여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발신 및 착신모드에서는 음성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음성 통신 이외에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이터를 통신하는 데이터 통신 기능 및 PTT 키의 입력에 따

른 PTT 통화 동작도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된다.

도 3은 도 1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PTT 통화 연결 동작의 일 예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PTT 통

신을 하려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도 2의 예에서 A 단말)에 구비된 PTT 키를 입력하거나, 메뉴 설정 작업을 통해

PTT 통화 기능을 조작함에 따라, 이동국 모뎀장치는 이를 301단계에서 확인하여 PTT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이후

303단계에서 무선망을 거쳐 PTT 서버로 PTT 연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PTT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는 GLMS 서버를 통해 해당 사용자를 확인하여 이후 304단계에서 해당 사용자의 PTT 연결 요청을 승인하며 해

당 사용자의 PTT 통화 그룹 가입자 정보인 버디 리스트를 전송한다. 이러한 버디 리스트를 전송받는 이동국 모뎀장치는

이후 305단계에서 해당 전송받은 버디 리스트를 적절한 형태로 표시부를 통해 디스플레이 한다. 디스플레이되는 버디 리

스트를 확인하여 사용자는 적절한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PTT 통화를 원하는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 단

말기(A 단말)는 307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PTT 통화를 원하는 가입자의 선택을 조작받아(도 2에서는 예로서 B

단말을 선택받음) 이후 309단계에서 해당 선택된 가입자로 PTT 통화를 요청하는 메시지(일명 'INVITE'라 칭함)를 무선

망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에는 발신측 및 수신측의 ID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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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가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PTT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

하면, 먼저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가 SDB(Short Data Burst)형태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해당 단말기와

연결되는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이후 PTT 서비스를 위해 해당 기지국과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 SO_PTT) 네고

(nego)를 실시하면서 트래픽 채널(TCH; Traffic Channel) 셋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네고란 PPP 세션(session)을 포함한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의 상위 망 세션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는 이후 PTT 서버로 전송되는 PTT 서버는 해당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에서 발신측 ID를 확인하여 이후 311단계에서 무선망을 통해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로 해당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전송한다. 이러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수신한 수신측 이동통신 단말기

(B 단말)는 이후 313단계에서 해당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의 수신을 적절한 알림음 및 알림 메시지의 디스플레

이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상기 311 및 313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PTT 서버에서는 상기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착신측 이동통

신 단말기(B 단말)가 서비스 받고 있는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해당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

로 페이징 신호(General Page)를 송출하며,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는 상기 페이징 신호에 대한 응답신호(Page

Response)를 해당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페이징 수행중, 기지국은 상기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

말)로 SDB 형태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전송한다. 그러면,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는 PTT 통화 요청 메시

지(INVITE)가 수신되었음을 착신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때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는 기지국으로 PTT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편, 상기 313단계를 통해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의 수신을 알게된 사용자는 적절한 키의 조작을 통해 해당

PTT 통화 요청을 허용할 수 있는데,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는 314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PTT 통화 요

청을 허용하는 키 조작을 입력받아, 이후 315단계에서 이러한 PTT 통화 요청 허용을 알리는 메시지를 무선망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며, PTT 서버에서는 317단계에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로 이러한 PTT 통화 요청이 허용

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이후 양 단말기간에 PTT 통화가 이루어진다.

상기 315 및 317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PTT 통화 요청의 허용시에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는 SDB형태

로 PTT 통화 요청 허용 메시지(일명 '200 OK')를 해당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후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는 해

당 기지국과 연동하여 PTT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옵션 네고를 실시하면서, 트래픽 채널 셋업을 실시한다. 상기 착신측 이

동통신 단말기(B 단말) 해당 기지국으로 전성된 PTT 통화 요청 허용 메시지(200 OK)는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

에 PTT 서버 및 해당 서비스 기지국을 통해 전송되고, 이러한 PTT 통화 요청 허용 메시지(200 OK)를 수신한 발신측 이

동통신 단말기(A 단말)는 트래픽 채널 셋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때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는 착신측에서 PTT

통화 요청을 허용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부를 통해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게 알리게 된다.

이후의 양 단말기간의 PTT 통화는, 특정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가 발언권을 요청하는 메시지, 일명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Ack'를 PTT 서버로 전송하여 발언권을 요청하게 되며, PTT 서버는 단말기간 발언권 요청을 제어하

여 적절한 이동통신 단말기로 발언권을 부여하게 된다. 발언권을 획득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RTP(Real Time Protocol)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언내용(Talk Burst)을 PTT 서버로 전송한다. PTT 서버는 해당 발언 내용을 1차적으로 버퍼링

(buffering)하여 이후 상대측 이동통신 단말기로 RTP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PTT 그룹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본 발명의 특

징에 따라 PTT 그룹 통화시 그룹 통화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다른 그룹 통화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참여 상태를 알리지

않고서 그룹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숨어듣기'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이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

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TT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 통화 연결 동작의 흐름도로서, 본 발명의 특징에 따

라 특정 참여자(도 4의 예에서는 C 단말의 사용자)가 '숨어듣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 통화에 참여하는 예가 도시되고 있

다. 도 4를 참조하면,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와 PTT 서버와의 접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

말기(A 단말)에 디스플레이되는 버디 리스트를 확인하여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PTT 통화를 원하는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 단말기는 401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선택받은 PTT 통화를 원하는 가입자의 단말기들(도 4의 예에

서는 B 단말 및 C 단말)에게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PTT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403 및 405단계에서 PTT 서

버는 해당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각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 및 B 단말)로 전송한다. 이후 도 4의 예

에서는 어떠한 한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B 단말)가 406단계에서 상기 PTT 통화 요청을 허용하며, 이러한 PTT 통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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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허용을 알리는 메시지를 무선망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며, PTT 서버는 407단계에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로 이러한 PTT 통화 요청이 허용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이후 양 단말기(A 단말 및 B 단말)간에 PTT 통화가 이루어

짐이 도시되고 있다.

한편, 상기 403단계에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를 수신한 다른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의 동작을 살펴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는 이후 408단계에서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의 수신 상태를 사용자에게 적절한

알림음 및 메시지의 디스플레이로 알리게 된다.

이때 상기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숨어듣기' 기능을 적절히 설정하기 위한 메뉴 항목들은 PTT 동작 환경 설정 메뉴에 마

련해 둘 수 있으며, 상기 PTT 통화 요청 메시지(INVITE)의 알림 메시지의 디스플레이시, 별도로 마련된 일명 '메뉴 키'의

입력에 따라 설정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숨어듣기'기능 설정 작업의 수행시에는 별도의 메뉴 창에 해당 '숨어

듣기'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며, 사용자의 방향 키 또는 확인 키의 입력에 따라 '숨어듣기'

기능의 설정을 조작받도록 한다. 이러한 '숨어듣기' 메뉴 항목의 선택 및 이에 따른 '숨어듣기' 기능의 설정 작업이 있을 경

우에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는 이후 410단계로 진행하여 PTT 서버로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며, '숨어듣기' 기

능의 설정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424단계로 진행한다.

424단계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키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PTT 통화 요청이 허용되거나

거부되었는지의 확인하여 PTT 통화 요청의 허용일 경우에, 이후 425단계에서 이러한 PTT 통화 요청 허용을 알리는 메시

지를 무선망을 통해 PTT 서버로 전송하며, 이에 따라 PTT 서버에서는 426단계에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로

이러한 PTT 통화 요청이 허용되었음을 알리게 되며 이후 해당 단말기들(A 단말, B단말 및 C 단말)간에 PTT 통화가 이루

어진다.

한편, 상기 409단계에서 '숨어듣기' 기능이 설정되어, 410단계에서 PTT 서버로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에,

PTT 서버는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이 있음을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로 전송한다.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

말)는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이 있음을 적절한 메시지로 표시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메시지는 해당 '숨어듣기'를 요청한 착신측 사용자의 ID와 '숨어듣기' 요청의 허용/거부를 선택받고자 하는 적절한 메시지

또는 아이콘 등으로 구성되는 메뉴 항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의 사용자가 이러한 '숨어

듣기' 요청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숨어듣기' 요청의 허용/거부 메뉴 항목을 방향 키 또는 확인 키의 입력을 통해 적

절히 설정하면,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는 이를 417단계에서 확인한다. 417단계에서 확인결과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

었을 경우에는 이후 418단계에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을 PTT 서버로 알리게 된다.

상기와 같이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로부터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이 알려지면, PTT 서버는 이후 419단

계에서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을 알린다.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이 알려지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는 이후 423단계에서 발언권 요청 기능을 비활성화며, 이후

상기 425단계로 진행, PTT 통화 요청이 허용되었음을 PTT 서버로 알린다. 이에 따라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는 이후 PTT 그룹 통화에 참여시 상기 423단계에서 발언권 요청이 비활성화된 상태이므로, 발언권을 요청

동작이 수행되지 않고 현재 PTT 그룹 통화 중인 상대방 이동통신 단말기들(A 단말, B 단말) 간의 통화 내용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PTT 서버는 419단계에서,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

음을 알린 후, 420단계에서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가 현재 '숨어듣기'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

서 PTT 그룹 통화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러한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는 PTT 그룹

통화시 그룹 통화에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기들에게 전송되는 일명 '참여자 상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각 이동통신 단

말기는 이러한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를 확인하여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가 설정된 상태의 참여자는 현재 PTT 그룹 통화

의 참여자로서 표시하지 않게 된다.

한편, 상기 417단계에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A 단말)의 사용자가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

당 '숨어듣기'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는 PTT 서버를 거쳐 해당 '숨

어듣기' 기능을 요청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로 전송된다. 이러한 '숨어듣기'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

신한 이동통신 단말기(C 단말)는 이를 알리는 적절한 메시지를 표시부로 디스플레이하고 이후 상기 424단계 진행하여, 해

당 PTT 통화 요청에 응할 것인지를 사용자로부터 확인받게 된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작을 통해, PTT 그룹 통화시에, 특정 참여자는 '숨어듣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PTT 그

룹 참여자에게는 자신의 참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도 해당 PTT 그룹 통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와 같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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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듣기' 기능을 이용하여 PTT 그룹 통화에 참여한 참여자가 '숨어듣기' 기능을 해제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룹 통화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적절한 조작을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숨어듣기' 기능을 해제하기 위한 메

뉴 항목을 미리 마련해 두어,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PTT 그룹 통화 중 메뉴 키의 입력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숨어듣기' 기능의 해제를 선택받기 위한 메뉴 항목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며, 사용자의 방향 키 또는 확인 키의 입

력에 따라 '숨어듣기' 기능 해제를 조작받도록 한다. '숨어듣기' 기능이 해제시에는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는 발언권 요청 기

능을 활성화하며, PTT 서버로 '숨어듣기' 기능의 해제를 알린다. 이에 따라 PTT 서버는 상기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의 설

정을 해제하게 되며, 각 PTT 그룹 통화에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러한 '숨어듣기' 기능 플래그의 해제를 확인하여 해

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현재 PTT 그룹 통화의 참여한 것으로 표시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PTT 통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편 상기한 본 발

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기의 설명에서는 PTT 그룹 통화에 참여하는 어떠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숨어듣기' 요청을 할 경우에, 이

러한 요청은 PTT 통화 요청 메시지를 발신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어, 해당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이외에도 '숨어듣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숨어듣기' 요청을 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곧바로 '숨어듣기' 요청을 허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PTT 통화 방식은 PTT 그룹 통화시 그룹 통화에 참여하는 사용

자가 다른 그룹 통화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참여 상태를 알리지 않고서 그룹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PTT(Push To Talk) 방식의 통화 방법에 있어서,

PTT 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PTT 통화 참여를 알리지 않으면서 해당 PTT 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기능 설정 조작을 받는 경우,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 수신시 상기 PTT 통화 요청을 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방식으로 알리고, 상기 숨어듣기 요청을 허용하는 조작을 받는 경우 이를 상기 PTT 서버로 알리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가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숨어듣기 요청의 허용 알림이 있을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

기가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설정된 상태임을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로 알리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

기들간에 PTT 통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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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들이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지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PTT 통화 참

여자로 표시하지 않으며 PTT 통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된 착신측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PTT 통화 중, 미리 설정된 숨어듣기 기능 해

제 조작을 받는 경우, 상기 숨어듣기 기능 해제를 상기 PTT 서버로 알리는 과정과,

상기 PTT 서버에서 상기 숨어듣기 기능 해제를 알려온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해제된 상태임을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로 알리는 과정과,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들이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해제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PTT 통화 참여자로

표시하며 PTT 통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숨어듣기 기능 요청이 허용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PTT 통화시 발언권 요청 기능을 비활

성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가 PTT 통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은

상기 숨어듣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로 숨어듣기 요청이 허용되었음 알리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숨어듣기 기능이 설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PTT 통화에 참여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들간의 통화 내용만 확인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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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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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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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등록특허 10-0640323

- 11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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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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