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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로컬 게이트웨이, 원격 게이트웨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넷 프

로토콜 망을 적어도 구비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발신측 사용자 

단말에서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인지를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가 판단하

는 과정과, 상기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이면 발신측 사용자 단말과 원격 게이트웨이간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통화로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입력 디지트에 후속하는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을 상기 연결된 통화로를 통해 원격 게이트웨이

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VoIP 호 서비스, VoIP 호 셋업, 다이얼 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로컬 게이트웨이(local gateway)가 스텐드얼론(stand alone)모드인 VoIP 시스템 구성을 일 예로 보여주는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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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로컬 게이트웨이가 TANDEM(Trunk and ENM(ear mouth)모드인 VoIP 시스템 구성을 일 예로 보여주는 도

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VoIP 호 서비스 프로토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호 서비스 프로토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로컬 게이트웨이에서의 VoIP 호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라 칭함)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VoIP 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 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기존의 통신망인 PSTN(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을 통하여 음

성(voice)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통화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 서비스이다. 인터넷을 이

용한 통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패킷 기반 네트워크(packet-based network)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국제 전

화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VoIP는 ITU-T 표준인 H.323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음성(audio)뿐만 아니라 영상(video) 정보까지도 보낼 수 있다.

VoIP서비스를 제공하는 H.323기반 패킷 망은 게이트키퍼(Gatekeeper), 엔드포인트(endpoint)인 H.323단말기, 게

이트웨이(Gateway)로 구성되며, 회의형 서비스를 위하여 MCU(Multipoint Control Unit)가 존재한다. 게이트키퍼(G

atekeeper)는 H.323기반 망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존(Zone)내의 단말기 및 게이트웨이의 등록, 주소관리 

및 호 연결제어, 자원관리 등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존(Zone)은 단말기, 게이트웨이, MCU등이 하나의 게이트키퍼

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이다.

상기 게이트웨이는 PSTN에서 들어오는 음성과 팩스데이터를 실시간 압축 및 프로토콜 변환과정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는 실장 및 사용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컨대, 키폰시스템

(Key Telephone System) 또는 사설교환기(PBX: Private Branch eXchange)에 카드형태로 실장되는 실장형(built

-in type), 윈도우 NT(window Network Terminal) 등과 같은 플랫폼(platform)에 탑재되는 서버형(server type), 

다른 터미널과는 독립되게 구 성되는 독립형(stand alone type) 등이 있다. 독립형 게이트웨이는 그 모드에 따라 스

텐드얼(stand alone)모드와 TANDEM(Trunk and ENM(ear mouth)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스텐드얼론(stand alone

)모드 독립형 게이트웨이는 복수개의 전화 단말들에 직접 연결되는 게이트웨이이고, TANDEM모드의 독립형 게이트

웨이는 이기종 국선 간의 연동(interworking)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이다. 상기 TANDEM모드 독립형 게이트웨이는

내부의 T1/E1인터페이스, 루프(loop start trunk)인터페이스, SLC(Subscriber Line Circuit)인터페이스를 통해 사

설교환기 및/또는 키폰시스템 등과 연결된다.

도 1은 로컬 게이트웨이(local gateway)가 스텐드얼론(stand alone)모드인 VoIP 시스템 구성을 일 예로 보여주는 도

면이고, 도 2는 로컬 게이트웨이가 TANDEM(Trunk and ENM(ear mouth))모드인 VoIP 시스템 구성을 일 예로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스텐드얼론(stand alone)모드인 로컬 게이트웨이(12)에는 복수개의 단말기(10)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로컬 게이트웨이(12) 및 원격 게이트웨이(18) 각각은 IP망(14)에 연결되어 있으며, 원격 게이트웨이(18)의 타 

측은 PSTN(18)에 연결되어 있다. PSTN(18)에는 복수개의 단말기들(20)이 연결되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TAND

EM(Trunk and ENM(ear mouth))모드인 로컬 게이트웨이(12)에는 사설교환기(PBX: Private Branch eXchange)(1

1)가 매개가 되어서 복수개의 단말기들(10)이 연결되어 있다. 도 1 및 도 2는 사용자 단말 A(10)는 발신측 단말기이

고 사용자 단말 B(20)는 착신측 단말기이다.

그리고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VoIP 호 서비스 프로토콜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VoIP 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도 1 및 도 2의 사용자 단말 A(10)에서 사용자 단말 B(20)로 VoIP 게이트이를 이용한 VoIP 호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가 사용자 단말 A(10)의 송수화기(handset)를 후크오프(hook off)하게 되면, 도 3의 100단계에

서와 같이 사용자 단말 A(10)로부터 로컬 게이트웨이(12)로 후크오프에 대응된 신호가 전달된다. 로컬게이트웨이(12

)는 후크오프에 대응된 신호에 응답하여 102단계에서 다이얼 톤(dial tone)을 사용자 단말 A(10)로 제공한다.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가 다이얼 톤을 듣고 사용자 단말 A(10)의 키입력부를 이용해 누른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Destination Central Office Access code) 및 목적지 전화번호(Destination Telephone Number)를 누르게 되면, 도

3의 104단계에서와 같이 사용자 단말 A(10)로부터 로컬게이트웨이(12)로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및 목적지 전

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이 전달된다. 도 1 내지 도 3의 일 예에서는,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는 '9'번

이고, 상기 목적지 전화번호 즉, 사용자 단말 B(20)의 전화번호는 '218-7468'번으로 가정하였다. 목적지 전화국 액세

스 코드 및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은 '9,2,1,8,7,4,6,8'이다.

로컬 게이트웨이(12)는 106단계에서 엔드 오브 디지트(end of digit)를 "#" 또는 인터 디지트 타임아웃(Inter digit ti

meout((예컨대, 타임아웃 값은 3초)로 판단하고, 엔드 오브 디지트이면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3의 108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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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 이,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및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을 취합하여 목적지 VoIP 게이트웨이(16)로 VoI

P 호 셋업(Call Setup)(Enbloc방식)을 진행한다.

그 후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3의 112단계에서 ANSBACK 신호를 사용자 단말 A(10)로 전송하여 통화로 연결이 

가능함을 알리고, 그 후 113단계에서 사용자 단말 A(10), 로컬게이트웨이(12) 및 원격 게이트웨이(16)간 통화로가 

연결된다.

한편 원격 게이트웨이(16)는 VoIP 호 셋업(Call Setup) 이후 110단계에서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의 디지트 '9'를

이용하여 PSTN(18)으로 시저(seizure)를 하고, 통화로 연결 후 114단계에서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 '2,1,8,7,4

,6,8'을 PSTN(18)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VoIP 호 서비스에서는, 엔드 오브 디지트(end of digit) 판단이 발신측 사용자 단말 A(10)의

"#"키 또는 인터 디지트 타임아웃(Inter digit timeout)(예컨대, 타임아웃 값은 3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호 셋

업 시간의 지연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전화번호를 누른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는 대부분이 "#"키를 누르지 않

으므로, 인터 디지트 타임아웃에 의해 통상 3초의 지연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는 그 시간지

연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가 누른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9'에 의해서는 목적지 PSTN 전화국(Central O

ffice)이 제공하는 다이얼 톤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는 불편함을 느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도 1 및 도 2에서 사용자 A가 사용자 단말 B(20)의 전화번호 "218-7468"로 다이얼 을 할려고, 사용자 A가 사

용자 단말 A(10)의 송수화기를 들면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는 로컬 게이트웨이(12)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이얼 

톤을 듣게 되고, 그에 따라 원격 게이트웨이(16)의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디지트 '9'를 누르면 PSTN(18)의 전화

국(C0)이 제공하는 다이얼 톤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용자 단말A(10)의 가입자가 전화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종래 기술에서는 로컬 게이트웨이(12)가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가 누른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및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을 취합한 후 호 셋업을 통해 VoIP구간의 통화로를 연결시킨다. 그 후 사용자 A

는 VoIP구간의 통화로를 이용해 PSTN(18)의 목적지 전화국(C0)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이얼 톤(도 3에는 도시되지 

않았음)을 들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VoIP시스템에서의 호 셋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호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VoIP시스템에서 발신측 단말기 가입자가 다이얼 톤을 인한 전화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

도록 하는 호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로컬 게이트웨이, 원격 게이트웨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적어도 구비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호 서비스 방법에 있어

서, 발신측 사용자 단말에서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인지를 상기 로컬 게

이트웨이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이면 발신측 사용자 단말과 원격 게이트

웨이간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통화로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입력 디지트에 후속하는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을 상기 연결된 통화로를 통해

원격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로컬 게이트웨이, 원격 게이트웨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

넷 프로토콜 망을 적어도 구비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로컬게이트

웨이는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후크오프에 따라 응답하여 제1 다이얼 톤을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이면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코드를 이용하여 로컬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간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호 셋업을 수행하고, 발신측 사용자 단말과 원격 게이트웨이간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통화로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에 응답한 목적지 전화국에 의해,

목적지 전화국으로부터의 제2 다이얼 톤을 상기 통화로를 통해 상기 발신측 사 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과정과,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입력 디지트들을 사용자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로서 상기 연결된 통화로를 통해 원격 게이트

웨이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

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호 서비스 프로토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로컬 게이트웨이

에서의 VoIP 호 처리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도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는 '9'번이고, 상기 목적지 전

화번호 즉, 사용자 단말 B의 전화번호는 '218-7468'번으로 가정하였다.

도 4에서, 사용자 단말 A(10)에서 사용자 단말 B(20)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VoIP 호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단

말A(10)의 가입자가 사용자 단말 A(10)의 송수화기(handset)를 후크오프(hook off)하게 되면, 도 4의 200단계에서

와 같이 사용자 단말 A(10)로부터 로컬 게이트웨이(12)로 후크오프에 대응된 신호가 전달된다. 로컬 게이트웨이(12)

는 도 5의 300단계에서 후크 오프가 검출되었는가를 판단하고, 후크오프가 검출되면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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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단계에서 제1 다이얼 톤을 발신측 사용자 단말 A(10)로 제공한다. 도 4의 202단계에서도 제1 다이얼 톤이 로컬 

게이트웨이(12)로부터 발신측 사용자 단말 A(10)로 제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단말A(10)의 가입자가 제1 다이얼톤을 듣고 사용자 단말 A(10)의 키입력부를 이용해 누른 목적지 전화국 액

세스 코드(Destination Central Office Access code)(예컨대, 디지트 '9')를 누르게 되면, 도 4의 204단계에서와 같

이 사용자 단말 A(10)로부터 로컬 게이트웨이(12)로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의 디지트(digit: DGT)가 전달된다.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5의 304단계에서 디지트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하고, 디지트가 수신되면 도 5의 306단계(

도 4의 206단계)에서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디지트 '9')인가를 판단한다. 만약 수신된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디지트 '9')이면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5의 308단계 및 도 4의 208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코드 디지트 '9'를 이용하여 원격 게이트웨이(16)로 VoIP 호 셋업(Call Setup)을 진행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코드 디지트 '9'를 이용한 VoIP 호 셋업 수행은 VoIP시스템에서의 호

셋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 후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4의 212단계에서 ANSBACK 신호를 사용자 단말 A(10)로 전송하여 통화로 연결이 

가능함을 알리고, 그 후 도 5의 310단계 및 도 4의 214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 A(10), 로컬 게이트웨

이(12) 및 원격 게이트웨이(16)간 통화로를 연결시킨다.

한편 원격 게이트웨이(16)는 VoIP 호 셋업(Call Setup) 이후 도 4의 210단계에서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의 디지

트 '9'를 가지고 PSTN(18)으로 시저(seizure)를 한다. PSTN(18)의 목적지 전화국은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 

드(디지트 '9')를 수신하게 되면 이에 응답하여 도 4의 216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다이얼 톤을 원격 게이트웨

이(16)로 전달하고, 원격게이트웨이(16)는 상기 제2 다이얼 톤을 IP망(14)의 통화로를 통해 로컬 게이트웨이(12)에 

전달한다(도 4의 218단계).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도 5의 312단계에서 제2 다이얼 톤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고, 제2 다이얼 톤이 수신되면 로

컬 게이트웨이(12)는 상기 제2 다이얼 톤을 사용자 단말 A(10)로 제공한다(도 4의 220단계, 도 5의 313단계).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는 마치 원격 게이트웨이(16)의 내선 가입자가 PSTN(18)의 전화국을 액세스

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느끼게 되며, PSTN(18)의 목적지 전화국에서 제공되는 제2 다이얼 톤을 듣게 된 사용자 

단말A(10)의 가입자는 착신측 사용자 단말B(20)의 전화번호(218-7468)를 누르게 될 것이다. 요컨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발신측 단말기 가입자는 적절한 시기에 다이얼 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기 제2 다이얼 톤의 화음은 

제1 다이얼 톤의 화음과 구별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용자 단말 A(10)의 가입자가 착신측 사용자 단말B(20)의 전화번호(218-7468) 즉, 목적지 전화번호(Destination 

Telephone Number)를 누르게 되면, 도 4의 222단계에서와 같이 사용자 단말 A(10)로부터 로컬 게이트웨이(12)로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이 전달된다.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은 '2,1,8,7,4,6,8'이

다. 상기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은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방식으로 송출된다.

로컬 게이트웨이(12)는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의 DTMF를 검출하고 도 4의 224단계 및 도 5의 3

14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H.323에서의 DTMF 전송방식에 의거하여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을 IP망(14)의 

통화로를 통해서 원격 게이트웨이(16)로 전송한다. H.323에서의 DTMF전송방식은 인밴드(Inband)방식(Q931방식) 

및 아웃밴드(outband)방식(H245방식)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두 가지 방식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

식인 H.245방식을 사용하며, 통화중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user Input Indication" 메시지를 이용하여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digit: DGT)은 '2,1,8,7,4,6,8'을 IP망(14)의 통화로를 통해서 원격 게이트웨이(16)로 전송한다.

그에 따라 원격 게이트웨이(16)는 도 4의 226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 '2,1,8,7,4,6,8'

을 PSTN(18)의 목적지 전화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목적지 전화번호의 디지트들은 DTMF(Dual Tone Multi Freque

ncy)방식으로 송출된다.

사용자 단말A(10)의 가입자가 사용자 단말B(20)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한 후 사용자 단말 B(20)의 상태에 따라 링백

톤(Ring Back Tone)이나 비지톤(Busy Tone)을 듣게 된다. 그 후 사용자 단말 B(20)의 가입자가 후크 오프를 하게 

되면, 사용자 단말 B(20)로부터 원격 게이트웨이(16)로 ANSBACK신호가 전달되며 원격 게이트웨이(16)는 이를 검

출하고 원격게이트웨이(16)와 사용자 단말 B(20)간의 VoIP 탄뎀(Tandem) 호 경로를 연결되게 하여 사용자 단말A(1

0)와 사용자 단말B(20)가 통화 상태가 되게 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

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코드로서 먼저 VoIP 통화로를 먼저 형성하고, 그 후 목적지 전화번

호를 VoIP 통화중에 전송되게 처리함으로써 빠른 VoIP 호 셋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발신측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에

다이얼 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컬 게이트웨이, 원격 게이트웨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적어도 구비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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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측 사용자 단말에서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인지를 상기 로컬 게이트

웨이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이면 발신측 사용자 단말과 원격 게이트웨이간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통화로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의 호 서비스 요구에 따른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 입력 디지트에 후속하는 전화번

호 입력 디지트들을 상기 연결된 통화로를 통해 원격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로를 연결하기 이전에,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통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는 원격게이트웨이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호 셋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가

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은 H.323에서의 DTMF전송방식에 의거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은 H.323에서의 DTMF전송방식의 "user Input Indication"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로컬 게이트웨이, 원격 게이트웨이, 상기 로컬 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적어도 구비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로컬게이트웨이는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후크오프에 따라 응답하여 제1 다이얼 톤을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

로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디지트가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이면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코드를 이용하여 로컬게이트웨이와 

원격 게이트웨이간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호 셋업을 수행하고, 발신측 사용자 단말과 원격 게이트웨이간의 보

이스 오 버 인터넷 프로토콜 통화로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상기 목적지 전화국 액세스 코드에 응답한 목적지 전화국에 의해, 목적지 전화국으로부터의 제2 다이얼 톤을 상기 통

화로를 통해 상기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과정과,

발신측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입력 디지트들을 사용자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로서 상기 연결된 통화로를 통해 원격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은 H.323에서의 DTMF전송방식에 의거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입력 디지트들은 H.323에서의 DTMF전송방식의 "user Input Indication"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호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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