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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에서 인터넷프로토콜 단말기를초기화하는 방법

요약

인터넷프로토콜(IP) 망과, 상기 IP 망에 접속되고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 (DHCP) 서버와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T

FTP) 서버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와, 상기 게이트키퍼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접속

되는 IP 단말기와, 상기 IP 단말기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인증 및 과금(AAA) 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

시스템에서, 상기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상기 IP 단말기가 재시작될 때 사

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

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

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게이트키퍼, IP 단말기, VoIP, 초기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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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프로토콜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최근에 인터넷(Internet)의 급속한 보급과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

"라 칭함)을 기반으로 하는 망(IP-based network) 또는 패킷을 기반으로 하는 망(packet-based network)(이하 "IP 

망"이라 통칭함)은 성능의 측면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예컨대, 상기 IP 망은 

전형적으로 데이터(Data)의 전달을 고려하여 구현된 것이지만, 음성도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상기 IP 망은 기존의 통신망과 같이 음성의 전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디오 및 데이터의

전달도 가능한 서비스, 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음성을 전달함으로써 가입자

들간의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상기 IP 망은 소위 "보이스오버아이피(VoIP: Voice over IP) 시스템" 

또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Internet Protocol Telephony System)"이라 불리운다. 이와 같이 IP 망을 통한 음

성의 전달은 이제 데이터의 전달과 함께 IP 망에서의 큰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IP 망에서 음성을 전

달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의 멀티미디어

통신규격인 H.323 표준은 인터넷을 포함하는 IP 망을 통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상

기 H.323 프로토콜에서 정의된 H.323 실체(Entity)의 하나로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있다. 상기 게이트키퍼는 

패킷기반 망(IP기반 망)에 존재하는 H.323 엔드포인트들 (Endpoints)을 "존(Zone)"이라고 정의되는 하나의 제어 영

역으로 묶어 제어, 관리, 통합하는 장비이다. 예를 들어, 상기 H.323 엔트포인트들에는 게이트웨이 (Gateway), 터미

널(Terminal), MCU(Multi-point Control Unit) 등이 있다. 상기 존(Zone)에는 하나의 게이트키퍼가 있으며, 하나 이

상의 H.323 엔드포인트들로 구성된다. 복수의 게이트키퍼들이 모여 멀티 존(Multi-Zone)을 형성할 수 있고, 멀티 존

을 제어하는 또 다른 게이트키퍼가 있을 수 있다.

상기 게이트키퍼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소변환(Address Translation) 기능, 호 승인(Call Admission) 기능, 대역폭 

제어(Bandwidth Control) 기능, 호 제어(Call Control) 기능, 유지보수(Maintenance) 기능 등이 있다. 상기 주소변환

기능은 별명(Alias Name)이나 목적지 번호(Destination Number)를 망 주소(IP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상기 호 승인 기능은 H.323에서 게이트키퍼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총칭하는 RAS(Registration/Admission/Status)에

의한 기능을 의미한다. 상기 대역폭 제어 기능은 망의 한정된 자원인 대역폭을 각 엔드포인트들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한계값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하여 블록킹(blocking)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상기 호 제어 기능은 각 엔드포인트들간의 

호를 연결/해제하는 기능으로, 모두 게이트키퍼를 중간에 거쳐 수행된다. 상기 유지보수 기능은 과금, 통계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상기 게이트키퍼의 기본 시그널링 프로토콜로 상기 RAS가 있다. 상기 RAS는 터미널, 게이트웨이, MCU 등과 같은 

엔드포인트들과 게이트키퍼간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프로토콜이다. RAS에서 게이트키퍼는 서버(Server)

이고 엔드포인 트들은 클라이언트(Client)에 해당한다. 즉, RAS는 서버인 게이트키퍼가 클라이언트인 엔드포인트들

를 운용하고,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하여 운용 및 제어에 반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및 근간이 되는 프로토콜이다. 상

기 RAS에서, 등록(Registration)은 엔드포인트가 서버인 게이트키퍼에게 클라이언트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승인(Admission)은 게이트키퍼에서 엔드포인트가 H.323의 규칙과 해당 존의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

여, VoIP 망으로의 엑세스(Access)를 허가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VoIP 망으로의 엑세스는 VoIP 통화의 초기설정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H.323의 규칙은 엔드포인트의 등록 ID(Identification)인 별명(Alias Name)이 다른 엔드포인

트와 중복되는지 검사하는 것이며, 존의 규칙은 해당 엔드포인트가 게이트키퍼에 등록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상태(Status)는 주기적으로 엔드포인트가 자신의 정보 및 현재상황을 게이트키퍼에게 보고함으로써, 게이트키퍼가 

엔드포인트를 운용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되고, 또한 서버/클라이언트간의 주기적인 링크 테스트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VoIP 시스템 또는 IP 전화시스템에서 IP 단말기(IP-Phone)와 게이트키퍼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I

TU-T 규격인 H.323 프로토콜인 RAS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나 상기 프로토콜 RA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상의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첫째,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를 초기화할 때 사용자가 일일이 초기화를 위한 정보(예: 서버 IP 주소, H.323 ID 등)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둘째,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간의 링크 재시작(Link restart)시에 일치하지 않는(mismatch)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운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VoIP 시스템에서 IP 단말기 및 게이트키퍼의 초기화시 게이트키퍼에 의해 IP 단말기를 제

어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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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VoIP 시스템에서 IP 단말기의 재시작시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를 정합시키는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VoIP 시스템에서 게이트키퍼의 재시작시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를 정합시키는 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VoIP 시스템에서 IP 단말기 및 게이트키퍼의 초기화시 사용자가 일일이 초기화를 위한 정

보를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인터넷프로토콜(IP) 망과, 상기 IP 망에 접속되고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

(DHCP) 서버와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 (TFTP) 서버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와, 상기 게

이트키퍼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접속되는 IP 단말기와, 상기 IP 단말기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인증 및 과금(AA

A) 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에서, 상기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제1 견지(aspect)에 따른 초기화 방법은, 상기 IP 단말기가 재시 작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

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

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

소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견지에 따른 초기화 방법은, 상기 게이트키퍼가 재시작될 때 상기 게이트키퍼가 재시작 메시지를 상기

IP 단말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재시작 메시지가 수신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

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

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가입

자 정보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

청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견지에 따른 초기화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

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a)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

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 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

는 (b)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c)과정

과, 상기 등록 요청시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d)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

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상기 (a)과정 내지 상기 (d)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e)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

화가 완료되었을 때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f)과정을 포함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은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후술되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징들 및 기술적인 장점들을 다소 넓게 약술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주제를 형성하는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들 및 장점들이 후술될 것이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동일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들을 변경하거나 설계하는 기초로서 발명

의 개시된 개념 및 구체적인 실시예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또한 발명과 균등한 구조들이 본 발명의 가장 넓은 형태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

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기에서 사용되는 영문 용어들에 대해 정의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G/K : Gatekeeper IP : Internet Protocol TFTP :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DHCP : Dynamic Host Config

uration Protocol AAA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 RRQ : Registration Request RCF : Registr

ation Confirmation RAS : Registration/Admission/Status (Registration and Admission Control Signalling) RRJ

: Registration Rejection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전화시스템(Telephony System)의 개략적인 구

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IP 전화시스템의 구성은 IP 망을 통한 음성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VoIP 시스

템"의 구성으로, 상기 VoIP 시스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수의 게이트키퍼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지만 여기서는 어

느 한 서비스 지역(Zone)에 위치하는 게이트키퍼와 이에 연결되는 IP 단말기들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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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IP 전화시스템은 게이트키퍼(G/K: Gatekeeper) 10과, IP 단말기(IP-Phone)들 22,24와,

인증 및 과금(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 서버 30을 포함한다. 이를 구성 요소들은 IP 망에 

접속된다. 상기 게이트키퍼 10은 게이트키퍼 코어(Core) 12,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TFTP: Trivial File Transfer P

rotocol) 서버 14,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16 및 저장부 18

을 포함한다. 상기 IP 단말기들 22,24는 상기 IP 망을 통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상기 게이트키퍼 10에 접속된다.

상기 IP 단말기들 22,24는 상기 게이트키퍼 10의 DHCP 서버 16에 접속되어 자신의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

를 할당받고, TFTP 서버 14에 접속되어 가입자 정보인 전화번호(H.323 ID(Tel #))와 게이트키퍼 IP를 할당받는다. 

또한 상기 IP 단말기들 22,24는 자신들의 실행 파일(.exe)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software version) 정보를 제공

받으며, 상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자신들의 실행 파일에 대한 버전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실행 

파일을 상기 게이트키퍼 10으로부터 다운로드(download)받는다.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상기 게이트키퍼 10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을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상기 저장부 18은 등록 요청(Registration Request)하는 단말기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를 구비하고, 또한 패키지 파일(package file)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패키지 파일은 게이트키퍼 10이 AAA 서버 30으로부터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받아 저장

하게 되는 파일이다. 이때 가입자 정보는 상기 저장부 18의 DB에 저장되는 정보로 전화번호인 H.323ID(Tel#)와 IP 

주소이다. 상기 DHCP 서버 16의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에 IP 주 소는 필요없다. 상기 패키지 파일에는 IP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실행 파일이 있다. 상기 DHCP 서버 16은 접속된 IP 단말기에 IP 주소와 상기 TFTP 서버 1

4의 IP 주소를 할당한다. 상기 TFTP 서버 14는 접속된 IP 단말기에 가입자 정보인 전화번호(H.323 ID(Tel #))와 게

이트키퍼 IP 주소를 할당한다. 또한 상기 TFTP 서버 14는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과 상기 저

장부 18에 저장된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름에 따라 해당하는 IP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시 이

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부 18에 저장된 실행 파일을 제공한다. 상기 게이트키퍼 10의 구성요소들인 게이트키퍼 코어 

12, TFTP 서버 14, DHCP 서버 16 및 저장부 18은 프로세서간 통신(IPC: Inter-Processor Communication)이 가

능하도록 서로 연결된다. 상기 AAA 서버 30은 상기 IP 단말기들 22,24가 상기 IP 망에 접속될 수 있도록 인증하고, 

접속된 경우에 과금하는 동작을 위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IP 단말기들 22,24는 RAS 프로토콜에 따라 게이트키퍼 10에 접속되어 초기화 동작이 수행되고, 이

에 따라 "등록", "승인" 및 "상태"의 동작이 수행된다. 이러한 초기화 동작 수행중에 IP 단말기들 22,24의 사용자는 DH

CP 서버 16의 IP 주소만을 입력하면 된다는 편리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H.323 표준의 RAS 프로토콜에 따르면 초기

화 동작시 사용자는 일일이 초기화를 위한 정보들을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발명은 이러한 번거로

움을 한번의 IP 주소만의 입력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상기 게이트키퍼 10 또는 상기 IP 단말기들 22,24중의 어느 한 

단말기가 재시작(Restart)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 동작이 수행된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측에 의해 재시작이 이루어지

면, 상기 게이트키퍼 10과 상기 IP 단말기들 22,24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후술될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신호 흐름에 따른 동작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하기에서는 상기 게이트키퍼 10과 상기 IP 단말기 22간의 초기화 동작으로 국한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설

명하지 않은 상기 게이트키퍼 10과 상기 IP 단말기 24간의 초기화 동작도 동일하게 수행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 신호 

흐름은 IP 단말기 22와 게이트키퍼 10이 동시에 재시작(Restart)하거나 IP 단말기 22만이 재시작하는 경우에 수행되

는 흐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IP 단말기 22는 101단계에서 자신의 IP 및 전화번호(H.323 ID)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

기 102단계에서 자신의 IP와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3단계에서 상기 IP 단말기 22는 상

기 DHCP 서버 16에 접속하고 DHCP 서버 요청 메시지를 DHCP 서버 16으로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한다. 상기 D

HCP 서버 16의 접속 시 사용되는 상기 DHCP 서버 16의 IP 주소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다. 104단계에서 상기 DHC

P 서버 16은 상기 DHCP 서버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IP 단말기 22의 IP 주소와, TFTP 서버 14의 IP 주소와, 

파일 이름(File Name)을 할당하고 그 할당된 결과를 상기 IP 단말기 22로 제공한다. 여기서, 파일 이름은 TFTP 서버

14에서 IP 단말기 22가 받아갈 소프트웨어 파일의 이름을 의미한다. 105단계에서 상기 IP 단말기 22는 상기 할당된 

TFTP 서버 14의 IP로 상기 TFTP 서버 14에 접속한다. 106단계에서 상기 TFTP 서버 14는 상기 105단계에서 상기

IP 단말기 22의 접속에 응답하여 스크립트 파일(Script File)을 제공한다. 상기 제공되는 스크립트 파일에는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 게이트키퍼(G/K) IP 주소, 전화번호(H.323ID(Tel#)), 소프트웨어 버전(S/W VER.) 정보가 포함된다. 이

때 IP 단말기 22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과 게이트키퍼 10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하

는 소프트웨어(S/W), 즉 해당하는 실행 파일이 상기 IP 단말기 22로 함께 다운로드된다.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른 경

우의 판단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상기 IP 단말기 22로 제공된 후에 이루어진다. 즉, 상기 106단계에서 소프트웨

어 버전 정보가 상기 IP 단말기 22로 제공된 후 상기 IP 단말기 22에서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게이트키퍼 10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판단 동작이 수행된 이후에 상기 IP 단말기 22

는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상기 TFTP 서버 14로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된

다. 이러한 동작들이 상기 106단계의 동작내에 포함되어져 설명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106단계에서 H

.323ID와 게이트키퍼 IP를 할당하는 동작의 수행을 위해, 상기 TFTP 서버 14에는 상기 저장부 18의 DB로부터 할당

을 위한 H.323ID와 게이트키퍼 IP를 받아오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또한 중복된 H.323ID가 할당되지 않도록 관리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07단계에서 상기 IP 단말기 22는 상기 106단계에서 제공된 스크립트 파일을 수신하고, 상기

할당된 게이트키퍼의 IP로 상기 게이트키퍼 10의 코어 12에 접속한 후 RRQ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요청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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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등록의 요청시 상기 IP 단말기 22는 자신에게 할당된 H.323ID와 IP를 이용한다. 상기 등록 요청에 응답하여 10

8단계에서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등록을 승인하는 RCF(Registration Confirmation) 메시지를 상기 IP 단말기 

22로 전송한다. 상기 108단계를 수행한 후 109단계에서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상기 저장부 18의 DB에 상기 IP

단말기 22에 대한 정보(H.323ID, IP)를 저장하고, AAA 서버 30으로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기 IP 단말기 22의 

가입자 정보에 대한 상기 게이트키퍼 10과 AAA 서버 30간의 동기화를 유지한다.

한편, 상기 IP 단말기 22의 사용자는 최초에 할당받은 전화번호(H.323ID)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싶을 때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원하는 전화번호를 IP 단말기상에서 바꾸면 된다. 단, 문제는 바꾸고자 하는

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게이트키퍼 10은 바꾸고자 하는 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

고 있음을 나타내는 알람(alarm)을 발생하여 해당하는 단말기로 알려준다. 이러한 경우에는 AAA 서버 30에서 시스

템 운용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바꾸면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신

호 흐름은 IP 단말기 22의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거나 상기 게이트키퍼 10이 재시작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흐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AAA 서버 30은 111단계에서 가입자 정보(H.323ID, IP)를 게이트키퍼 코어 12로 제공한다. 

이러한 동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IP 단말기 22의 전화번호(H.323ID)가 바뀌게 되거나 상기 게이트키퍼 10이 재시작

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상기 AAA 서버 30으로부터 가입자 정보가 제공됨에 응답하여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11

2단계에서 재시작을 위한 메시지인 "IP-Phone Restart" 메시지를 상기 IP 단말기 22로 전송한다. 상기 "IP-Phone R

estart"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서비스(Service)가 늦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가 늦게 되는 경우

란 게이트키퍼 10만 재시작하거나, IP 단말기 22의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면, 상기 IP 단말기 22에서 상기 게이트키퍼

10으로 등록 요구를 못하거나 늦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 게이트키퍼 10의 재시작시나 시스템 운용

의 키(Key)값인 IP 단말기 22의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게이트키퍼 10에서 직접 해당하는 IP 단말

기 22를 재시작시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기 111단계 및 112단계가 수행된 이후에는 전술한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은 101단계 내지 110단계의 동작이 수행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 신호 

흐름은 전술한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흐름에 따라 IP 단말기 22가 게이트키퍼 코어 12에 등록을 요청하였

으나 그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수행되는 흐름이다. 이와 같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IP 단말기 22가 등록을 요청하

였으나, AAA 서버 30으로부터의 가입자 정보가 게이트키퍼 10으로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상기 

게이트키퍼 10이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1단계 내지 107단계가 수행된다. 상기 107단계에서 IP 단말기 22

는 게이트키퍼 코어 12로 등록을 요청한다. 121단계에서는 상기 등록 요청이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에 의해 거절

된다. 이러한 경우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등록 거절을 위한 RRJ(Registration Rejection) 메시지를 상기 IP 단말

기 22로 제공한다. 상기 121단계를 수행한 이후 131단계에서 AAA 서버 30으로부터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로의 

가입자 정보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132단계에서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는 "IP-Phone Restart" 메시지를 IP 단

말기 22로 전송한다. 상기 132단계가 수행된 이후에는 상기 103단계 내지 110단계와 동일한 133단계 내지 140단계

의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103단계 내지 110단계의 동작은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의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

는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달리 상기 게이트키퍼 코어 12의 초기화가 완료된 경우에는 139단계 및 140단계와 같

이 가입자 정보를 등록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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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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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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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VoIP 시스템(IP 전화시스템)에서 게이트키퍼에 의해 IP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를 초기화할 때 사용자가 일일이 초기화를 위한 정보(예: 서버 IP 주

소, H.323 ID 등)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플러그 플레이(Plug Play)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즉, 초기에 사용자는 IP 단말기상에서 DHCP 서버의 IP만 지정하면 된다. 또한 본 발명은 IP 단말기와 게이트키퍼

간의 링크 재시작(Link restart)시에 발생할 수 있던 일치하지 않는(mismatch) 부분(예: 가입자 정보)을 제거함으로

써 서버 - 클라이언트간의 정확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프로토콜(IP) 망과, 상기 IP 망에 접속되고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 (DHCP) 서버와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T

FTP) 서버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와, 상기 게이트키퍼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접속

되는 IP 단말기와, 상기 IP 단말기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인증 및 과금(AAA) 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

시스템에서, 상기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IP 단말기가 재시작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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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를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다른 경우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4.
인터넷프로토콜(IP) 망과, 상기 IP 망에 접속되고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 (DHCP) 서버와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T

FTP) 서버를 포함하는 게이트키퍼 (Gatekeeper)와, 상기 게이트키퍼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접속되는 IP 단말

기와, 상기 IP 단말기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인증 및 과금(AAA) 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에서, 

상기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키퍼가 재시작될 때 상기 게이트키퍼가 재시작 메시지를 상기 IP 단말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재시작 메시지가 수신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 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를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다른 경우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7.
인터넷프로토콜(IP) 망과, 상기 IP 망에 접속되고 동적호스트설정프로토콜 (DHCP) 서버와 단순파일전송프로토콜(T

FTP) 서버를 포함하는 게이트키퍼 (Gatekeeper)와, 상기 게이트키퍼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접속되는 IP 단말

기와, 상기 IP 단말기의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인증 및 과금(AAA) 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시스템에서, 

상기 IP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DHCP 서버 IP 주소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DHCP 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 IP 주소와, TF

TP 서버 IP 주소를 할당받는 (a)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TFTP 서버 IP 주소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하여 전화번호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를 할당받는 (b)과정과,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로 상기 게이트키퍼에 접속하여 등록을 요청하는 (c)과정과,

상기 등록 요청시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d)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상기 (a)과정 내지 상기 (d)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e)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의 초기화가 완료되었을 때 상기 게이트키퍼가 상기 IP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를 상기 AAA 서버로 통

보하는 (f)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TFTP 서버에 접속한 상기 IP 단말기가 상기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를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다른 경우 상기 TFTP 서버로부터 상기 IP 단말기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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