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24 (2006.01)

     H04Q 7/2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09일

10-0690752

2007년02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4-0115566 (65) 공개번호 10-2006-0010691

(22) 출원일자 2004년12월29일 (43) 공개일자 2006년02월02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29일

(30) 우선권주장 60/591,602 2004년07월28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임국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번지 신일아파트 101동 1303호

(74) 대리인 박장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9990060724 A

KR1020040045898 A *

KR1020030013017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송인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13 항

(54) 피티티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정 사용자가 발언권을 요청할 때 다른 사용자에게 발

언권이 이미 할당되어 있어 상기 발언권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발언권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PTT 키를 누

르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상기 PTT 키 누름을 해지하면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

위를 초기화하며, 발언권 할당 시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최우선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긴급히 전송

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PTT 키를 눌러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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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나 이상의 PTT 단말과, 각 PTT 단말의 발언권을 제어하는 PTT 서버로 구성되는 PTT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PTT 서버는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되,

상기 PTT 단말 자체 또는 상기 PTT 서버가 상기 PTT 단말의 PTT 키 누름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을 카운트하여 상기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가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할당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

정과;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할당이 불가능하면, 상기 PTT 서버가 상기 PTT 단말의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높이

고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과;

일정시간 동안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유지되면, 상기 PTT 단말은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할당이 가능하면, 상기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은

상기 PTT 단말이 에러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PTT 키 누름이 유지되는지 해지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

권 할당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해지되면, 상기 PTT 단말이 발언권 요청삭제 메시지를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청삭제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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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발언권 요청 메시지의 재전송 과정은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해지되거나 상기 PTT 단말이 발언권을 획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8.

하나 이상의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이미 할

당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발언권이 할당되지 않았다면, 상기 PTT 단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고 나머지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한단계 씩 높이는 과정과;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삭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발언권이 이미 할당되었다면,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모든 PTT 단말들의 우선순위를 한단계 씩 높이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10.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할당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을 할당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

정과;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높이고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과;

일정시간 동안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유지되면, 상기 PTT 단말은 발언권 요청 메시지와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재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할당이 가능하면, 상기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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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은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높이는 과정과;

상기 PTT 단말이 에러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PTT 키 누름이 유지되는지 해지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

권 할당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해지되면, 상기 PTT 단말은 우선순위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발언권 요청 메시지와 우선순위의 재전송 과정은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해지되거나 상기 PTT 단말이 발언권을 획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TT(Push to Talk)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PTT 서비스를 위한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

에 관한 것이다.

PTT(Push to talk:이하 PTT라 한다)는 무전기 서비스와 같은 즉시 통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PTT 단말의 PTT 키를 누

른 상태로 일대일 또는 일대그룹의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TT 서비스 시스템은 PTT 서비스를 구현하는 PTT 단말과, PTT 단말 간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발언권

(Floor 또는 Talk Burst)을 제어하는 PTT 서버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발언권은 PTT 서비스와 같은 반이중통신(Half-

Duple)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두 명 이상이 데이터를 전송하여 충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

해 사용된다.

종래의 PTT 서비스 시스템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사용자가 PTT 단말의 키를 눌러 발언권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승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나,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할당된 상태이면,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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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TT 서버로부터 발언권 승인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음성 및 데이터를 PTT 서버를 통해

다른 PTT 단말에 전송하고, 상기 PTT 서버로부터 발언권 거절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상기 에러 메시지를 확인한 사용자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가진 사용자의 발언권이 해제되면 다시

PTT 단말의 키를 눌러 발언권을 재요청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사용자가 PTT 단말의 키를 눌

러 발언권을 요청하고 이미 다른 사용자가 발언권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언권을 해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PTT 단말의 키를 눌러 발언권을 재요청한다.

종래의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가 발언권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발언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시간에 PTT 키를 누르지 못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발언

권을 뺏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용자에게 발언권을 뺏기거나 이미 발언권을 획득한 사용자 때문에 상기 데이터를 빨리 전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PTT 키 누름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발언권을 할당하는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PTT 단말과, 각 PTT 단말의 발언권을 제어하는 PTT 서버로 구성되는

PTT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상기 PTT 서버는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

가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할당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할당이 불가능하면, 상기 PTT

서버가 상기 PTT 단말의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높이고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

정과;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과; 일정시간 동안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유지되면, 상기 PTT 단말은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하나 이상의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이미 할당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발언권이 할당되지 않았다면, 상

기 PTT 단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할당하고 나머지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한단계 씩 높이는 과정과;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삭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PTT 단말

의 우선순위를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특정 PTT 단말로부터 발언권 요청 메시지와 우선순위를 수신

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할당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을 할

당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상기 PTT 단말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

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높이고 PTT 키 누름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과; 일정시간 동안

상기 PTT 키 누름 상태가 유지되면, 상기 PTT 단말은 발언권 요청 메시지와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재전송하는 과

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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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특정 사용자가 발언권을 요청할 때 다른 사용자에게 발언권이 이미 할당되어 있어 상기 발언권을 요청한 사용자

에게 발언권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PTT 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발언권 할당 시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발언권을 최우선으로 부여하는 발언권 할당방법이다. 이때, 사

용자가 발언권 요청이 거절된 PTT 단말의 PTT 키 누름을 해지하면,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는 ‘0’으로 초기화된다.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에서, 상기 발언권 요청이 거절되어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PTT

서버 또는 해당 PTT 단말 자체에서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은 PTT 키가 탑재된 PTT 단말과, 상기 PTT 단말의 발언권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대해 발언권을 할당하는 PTT 서버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PTT

서버 또는 PTT 단말 자체에서 카운트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에 대한 제 1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로서, 상기 PTT 서버

가 우선순위를 카운트하는 경우에 대한 발언권 할당방법이다.

사용자가 발언권을 PTT 키를 누르면(S11), PTT 단말은 상기 PTT 키 누름 상태를 인지하고 PTT 서버로 발언권 요청 메

시지(Floor Request)를 전송한다(S12).

상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는 다른 사용자에게 발언권이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고(S13), 발언권이 할당

되지 않은 상태이면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승인 메시지(Floor Grant)를 전송함으로써 발언권을 할당한다(S14).

그러나, 발언권이 이미 할당된 상태이면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Floor Deny)를 전송하여

발언권을 할당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기 PTT 단말의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단계 증가시킨다(S15).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에러메시지를 출력하고(S16), 상기 에러메시

지를 확인한 사용자는 발언권 요청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결정한다(S17).

상기 사용자가 발언권 요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PTT 키 누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상기 PTT 단말은 일정시간

이후에 다시 상기 PTT 서버로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S12), 다른 사용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단계 증가시킨다(S13, S15). 즉, 상기 사용자가 PTT 키 누름 상태를 유지하

는 동안, 상기 PTT 단말은 주기적으로 상기 PTT 서버로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PTT 서버는 발언권 요청을 거부

될 때마다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한단계 씩 증가시킨다.

그러나,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확인한 사용자가 발언권 요청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기 PTT 키 누름을 해지하면(S18), 상기

PTT 단말은 발언권 요청삭제 메시지를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고(S19) 상기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대한 우선순

위를 ‘0’으로 초기화한다(S20).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에 대한 제 2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로서, 상기 PTT 단말

이 우선순위를 카운트하는 경우에 대한 발언권 할당방법이다.

사용자가 PTT 키를 눌러 발언권을 요청하면(S41), PTT 단말은 PTT 서버로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S42).

상기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는 다른 사용자에게 발언권이 할당되었는지 확인하여(S43), 발언권이 할당되

지 않은 상태이면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고(S44), 발언권이 이미 할당된 상태이면 해당 PTT 단말

로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한다(S45).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발언권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한단계 증가시킨다(S46).

상기 에러 메시지를 확인한 사용자가 발언권 요청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판단하여(S47), 상기 PTT 키 누름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PTT 키 누름 상태를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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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가 발언권 요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PTT 키 누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상기 PTT 단말은 일정시간 이후에

상기 PTT 서버로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와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다(S49).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상기 PTT 단말의 우선순위와 발언권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PTT 서버는

해당 PTT 단말에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고(S43, S45), 상기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PTT 단말은 에러 메시

지를 출력하는 동시에 해당 PTT 단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단계 증가시킨다(S46). 그러나, 다른 PTT 단말에 발언권이 할

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PTT 서버는 PTT 단말에게 발언권을 할당한다(S44).

즉, 상기 사용자가 PTT 키 누름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상기 PTT 단말은 주기적으로 발언권 요청 메시지와 우선순위를

상기 PTT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PTT 서버로부터 발언권 요청이 거부될 때마다 우선순위를 한단계 씩 증가시킨다.

그러나, 발언권 거부 메시지를 확인한 사용자가 발언권 요청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기 PTT 키 누름을 해지하면(S49), PTT

단말 자체에 저장된 우선순위는 ‘0’으로 초기화되고 발언권 요청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는다(S50).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에서, PTT 서버는 우선순위가 높은 PTT 단말에 최우선적으로 발언권을 할당하기 때

문에, 긴급히 전달할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는 PTT 키를 누름 상태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PTT 서비스 시스템의 발언권 할당방법은, 사용자가 PTT 키 누름 상태를 유지하는 시

간에 비례하여 발언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발언권을 할당함으로써 다른 사용자가 발언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PTT 키를 누르는 시점을 놓쳐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발언권 할당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발언권 할당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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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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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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