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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ＰＴＴ휴대용 단말기에서 ＰＴＴ통신서비스 실행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푸시투토크(Push To Talk: PTT)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단말기에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키와 단축번호 입력시, 상기 PTT통신서비스 모드로 진입하여

PTT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구동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를 이

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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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푸시투토크(Push To Talk: PTT)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단말기에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키입력시, PTT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구동하는 과정과,

단축번호 입력시,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기능키가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설정된 키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과정이,

상기 기능키 입력에 따라 PTT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PTT서버에 연결하는 단계와,

GLMS(Group and List Management Sever)서버로부터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리스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리스트와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리스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같은 정보를 갖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와 상기 전화번호를 매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

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PTT 어플리케이션 구동 후,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하는 전화번호를 불러오는 과정과,

상기 불러온 전화번호에 매칭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

스 실행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리스트와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리스트를 비교하는 과정이,

상기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리스트에 없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새로운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가 있으면, 상기 전화번호 리스트에 새로운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

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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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단말기에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키 입력시, 상기 PTT통신서비스 모드로 진입하여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하는 과정과,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과,

단축번호 입력키 입력시, 단축번호 입력창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표시된 단축번호 입력창에 단축번호 입력시, 입력된 단축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리드하는 과장과,

상기 리드된 전화번호에 매칭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과정이,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PTT서버에 연결하는 과정과,

GLMS서버에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리스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리스트와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리스트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리스트에 없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새로운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가 있으면, 상기 전화번호 리스트에 새로운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

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같은 정보를 갖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와 상기 전화번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PTT통신서비

스 실행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푸시투토크(Push To Talk; PTT)통신서

비스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전체 서비스지역을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BS)영역으로 분할하여

소규모의 서비스 영역인 셀들(cells)로 구성하고, 기지국들은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으로 집중 제

어하여 가입자가 셀간을 이동하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는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의 하나로 IP를 이용한 패킷 기반

(Packet Base)의 음성 서비스를 VoIP(Voice over IP)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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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바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 기술에 의한 패킷 기반의 호 서비스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IP 네트워크를 통해 호를 설

정하야여 하기 때문에 호 설정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P네트워크의 다중

전송(Multicast)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호(Group Call) 및 개인호(Private Call)와 같은 인터액티브 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인터액티브 호 서비스란 사용자들의 상호간 동작에 의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호의 한 종류로서 예를 들어

워키토키(Walkie-talkie)에서와 같은 푸시투토크(PTT: Pust to talk 이하,"PTT"로 표기함) 기능이 있다. 또한 그룹호란

미리 정해지는 사용자들의 그룹 내에서 사용자들 간의 다자간 통화를 의미하며 개인호란 미리 정해지는 사용자들의 그룹

내에서 사용자들 간의 1:1통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PTT통신서비스는 다수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서,

PTT통신서비스를 위한 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는 말하고자함을 표시하고, 사용자 장치 즉, PTT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는 서비스 요청을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상기 네트워크는 자원의 이용가능성, 요청한 사용자의 우선순위 등

과 같은 소정의 판단기준을 기초로 상기 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요청된 자원을 할당한다. 그 외 동시에, 특정 가입자 그

룹 내의 모든 다른 활성 사용자들과의 접속이 설정된다. 음성 접속이 설정된 후에 요청한 사용자는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은 그 채널에서 들을 수 있다. 사용자가 PTT통신서비스를 해제하면, 그 PTT통신서비스를 해제한 해당 휴대용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해제(release)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고, 자원들은 해제된다. 이러한 PTT통신 시스템은 지점-대-지

점간 통신과 지점-대-다지점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종래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사용자가 PTT

통신서비스 모드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PTT통신서비스 모드키를 입력하면 특정 그룹에 속하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버디:buddy 이하 '버디'로 표기함)리스트를 수신하고 이중에서 PTT통신서비스를 하고자하는 버디를 검색하고 해

당 버디를 선택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 하였다. 이에 여러 번의 키 입력과 여러 번의 메뉴 선택에서 오는 시간적인 낭

비와 절차상의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간단한 몇 번의 키 동

작으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푸시투토크(Push To Talk: PTT)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단말기에서 상

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키와 단축번호 입력시, 상기

PTT통신서비스 모드로 진입하여 PTT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구동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PTT통신서비스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

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본 발명에 따라 PTT휴대용 단말기에

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기술하는데 있어,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

타나 있다.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자명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RF부21은 휴대용

단말기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RF부(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

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모뎀(23)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 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모뎀(23)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거나 음성 등의 오디오신호를 처리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코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코덱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코덱을 구비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상기 모뎀(23)에서 수신되는 디지털 오디오신호를 오디오코덱을

통해 아날로그신호 변환하여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어 송신되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를 상기 오디오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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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신호로 변환하여 모뎀(23)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코덱은 별도로 구비하거나 또는 제어부

(10)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모뎀(23)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제어부(10)로부터 수신하여 스피커SPK를 통해 가

청음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마이크MIC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데이터화하여 상기 제어부(10)로 전송한다.

키패드(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 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패드(27)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PTT통신서비스에 따른 기능키 들을 구비할 수 있다. 일예로, PTT통신서비스 모

드를 한번의 키입력으로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단축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단축번호 입력키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29)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일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장된다. 또한 데이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

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

화번호와 버디를 매칭하는 프로그램과 PTT통신서비스 모드 중, 단축번호 입력키 입력시, 단축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단축

번호 입력창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그리고 데이터 메모리에는 폰북과 같은 전화번호 테이블에 전화번호 정보

가 저장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축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제어부(10)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PTT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구동시 버디리스트를 수신하고 폰북과 같은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 리스트와 비교한 후

새로운 버디정보가 있으면 전화번호 리스트에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전화번호 리스트와 버디 리스트 중에 같

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시킨다. 또한 단축번호 입력창에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단축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리드하고 리드된 전화번호에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한다. 또한 제어부(10)은 상기 모

뎀(23)을 포함할 수도 있다.

표시부(80)는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프로그램 수행중에 발생되는 메시지들을 표시하며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수신된 특정그룹 내의 버디정보를 표시하고 단축번호 입력키 입력시, 단축번호 입력 창을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

(80)은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8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상

기 키패드(27)과 상기 LCD는 입력부가 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여 PTT휴대용 단말기의 동작을 살펴보면, 발신시 사용자가 키패드(27)를 통해 다이얼링 동작을 수행한 후

발신모드를 설정하면, 상기 제어부(10)는 이를 감지하고 모뎀(23)을 통해 수신되는 다이얼정보를 처리한 후 RF부(21)를

통해 R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대 가입자가 응답신호를 발생하면, 상기 RF부(21) 및 모뎀(23)을 통해 이를 감

지한다. 이후 사용자는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착신모드시 상

기 제어부(10)는 모뎀(23)을 통해 착신모드임을 감지하고,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링신호를 발생한다. 이후 사용자가 응

답하면 상기 제어부(10)는 이를 감지하고, 역시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발신 및 착신모드에서는 음성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음성 통신 이외에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

이터를 통신하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모드 또는 문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0)

는 모뎀(23)을 통해 처리되는 문자데이터를 표시부(35) 상에 표시한다.

이러한 상기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TT통신서비스를 실행

하려는 사용자가 키패드(27)을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 모드키를 입력하고 PTT통신서비스를 하려는 단축번호를 입력

하면 제어부(10)는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버디리스트를 수신하고 폰북과 같은 전화번호 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

호와 비교하여 같은 정보를 갖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시킨다. 그리고 제어부(10)는 메모리(29)를 제어하여 상기 입력

된 단축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리드하고 리드된 전화번호와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 호를 형성한

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도 2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PTT통신서비스모드 키 입력시 제어부(10)는 201단계에서 RF부(21)과 모뎀(23)을 제

어하여 PTT서버에 연결하는 신호를 전송하고 203단계에서 GLMS(Group and List Management Sever)서버로부터 버

디 리스트를 수신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205단계에서 메모리(29)를 제어하여 폰북과 같은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

번호 리스트를 리드하고 수신된 버디 리스트와 비교한다. 비교결과 수신된 버디리스트 중 번호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

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버디정보가 있으면 제어부(10)는 20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209단계로 진행하여 새로운 버디정

보를 전화번호 리스트에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211단계에서 업데이트된 전화번호 리스트와 버디 리스트 중

에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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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비교결과 새로운 버디 정보가 없으면 제어부(10)는 211단계로 진행하여 이미 저장된 전화번호 리스트와 버디

리스트 중에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대기상태인 301단계에서 PTT(Push To Talk)통신서비스를 실행하려는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 모드가 설정된 특정모드 키를 입력하고 PTT통신서비스 호를 형성하려

는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제어부(10)는 303단계에서 이를 감지한다. 여기서 특정모드 키는 사이드 키,* 키 또는 # 키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0)는 305단계로 진행하여 입력된 특정모드 키가 PTT통신서비스모드 키인지 판단한다. 판단

결과 특정모드 키가 PTT통신서비스모드 키가 아니면 해당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판단결과 입력된 특정모드 키가 PTT

통신서비스모드 키이면 제어부(10)는 307단계로 진행하여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 여기서 PTT 어플리케이션 구

동을 상기 기술한 도2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어부(10)가 PTT서버에 연결하는 신호를 전송하면 GLMS서버로

부터 버디 리스트를 수신하고 폰북과 같은 전화번호 테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비교하여 같은 정보를 갖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한다.

이후 제어부(10)는 309단계에서 메모리(29)를 제어하여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리드하고 311단계

에서 전화번호에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한다. 여기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와 매칭된

버디가 속한 그룹과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즉,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려는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PTT통

신서비스 모드가 설정된 * 또는 # 키를 입력하고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버디 리스트를 수신

하고 폰북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리스트와 수신된 버디 리스트를 비교하고 매칭하여 상기 입력된 단축번호에 해당되

는 전하번호와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인 흐름도 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대기상태인 401단계에서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려는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키패

드(27)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 모드키를 입력하면 제어부(10)는 403단계에서 이를 감지한다. 여기서 PTT통신서비

스 모드키는 사이드 키,* 키 또는 # 키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0)은 405단계로 진행하여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PTT통신서비스 실행한다. 여기서 PTT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상기 기술한 도 2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어부(10)가 PTT서버에 연결하는 신호를 전송하면 GLMS서버로부터 버디 리스트를 수신하고 폰북과 같은 전화번호 테

이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비교하여 같은 정보를 갖는 전화번호와 버디를 매칭한다.

이후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다른 버디와 PTT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축번호 입력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부(10)는

40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409단계로 진행하며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어하여 단축번호 입력창을 표시한다. 그리

고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제어부(10)는 4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확인키가 입력되면 413단계

에서 이를 감지하고 제어부(10)는 415단계에서 메모리(29)를 제어하여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리드하고

제어부(10)는 417단계에서 리드된 전화번호에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한다. 여기서 단축번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와 매칭된 버디가 속한 그룹과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즉,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하려는 휴

대용 단말기 사용자가 PTT통신서비스 모드가 설정된 * 또는 # 키를 입력하면 PTT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버디 리스트

를 수신하고 폰북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리스트와 수신된 버디 리스트를 비교하고 매칭한다. 이후 사용자가 단축번호

입력키를 입력하면 단축번호 입력창이 표시되고 단축번호 입력창에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입력된 단축번호에 대응하는 전

화번호에 매칭된 버디를 이용하여 PTT통신서비스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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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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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TT통신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키 입력과 여러 번의 메뉴 선

택에서 오는 시간적인 낭비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미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간단한

키동작으로 PTT통신서비스 실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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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통신서비스동작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에서 PTT통신서비스동작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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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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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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