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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통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전화통화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하나의 IP를 통해 사설 IP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음성 및 화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한

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의 요지는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아이피를 통해 전화통화 및 인터넷 접속을 수

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아이피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의 홈 게이트웨이에 따라서, 상기 패킷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할당된 패킷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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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에 포함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에게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

는 인터넷 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의 경우라면,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인터넷 접

속 테이블에 포함된 포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킷을 전

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이 아닌 경우라면,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들마다, 상기 인터넷 통

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와는 다르며 전화 통화를 위해 각각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는 전화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

기 패킷이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 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헤더 및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전화 접속 테이블에 포함된 프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

킷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통화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패킷을 버리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하나의 IP를 이용하여 사설 IP망에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음성 및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용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통화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아이피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통화 또는 화상 통화를 수행하는 다수의 단말기와,

아이피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패킷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할당된 패킷인지 검사하고, 상기 패킷

에 포함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에게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의 경우라면, 인터

넷 통신을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인터넷 접속 테이블에 포함된 포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

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이 아닌 경

우라면,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마다, 상기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와는 다르며 전

화 통화를 위해 각각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는 전화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고, 상기 패킷이 전화 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헤더 및 페이로드를 변환

하고, 상기 전화 접속 테이블에 포함된 프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

기에 상기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패킷이 전화통화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패킷을 버리는 홈게이트웨이와,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아이피 네트워크와,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등록 및 호 연결 허가, 아이피 네트워크의 상태 관리를 위한 게이트키퍼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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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게이트웨이는,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송수신되는 호의 처리를 위하여 상기 호의 발생에 따라 하나의 아이피에 할당된 다수의 단

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상기 식별자 및 포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홈게이트웨이는,

하기 표와 같은 프로토콜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표 3]

H.323 메시지 제어 및 호 처리부

TCP UDP TCP' UDP'

IP IP'

MAC MAC'

IP 네트워크 사설 IP 네트워크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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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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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1.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아이피를 통해 전화통화 및 인터넷 접속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에 있어서,

아이피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의 홈 게이트웨이에 따라서, 상기 패킷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할당된 패킷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에 포함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에게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

는 인터넷 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의 경우라면,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인터넷 접

속 테이블에 포함된 포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킷을 전

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이 아닌 경우라면,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들마다, 상기 인터넷 통

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와는 다르며 전화 통화를 위해 각각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는 전화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

기 패킷이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 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헤더 및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전화 접속 테이블에 포함된 프트 정보들 중,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

킷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통화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패킷을 버리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는,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해 기 할당된 포트와 상기 전화통화를 위해 동일한 아이피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해 기

할당된 포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1 또는 32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는 TCP 및 UDP 의 포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아이피를 통해 전화통화 및 인터넷 접속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에 있어서,

아이피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의 홈 게이트웨이에 따라서, 상기 패킷이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할당된 패킷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에 포함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단말기들에게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 정보들을 포함하

고, 상기 복수의 단말기들마다 상기 인터넷 통신을 위해 할당된 포트와는 다르며 전화통화를 위해 각각 할당된 포트 정보

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접속 및 전화 접속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인지, 전화통화용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등록특허 10-0689540

- 5 -



상기 패킷이 인터넷 통신용의 경우라면,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패킷에 포

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 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으로 상기 패킷의 헤더 및 페이로드를 변환하고, 상기

패킷에 포함된 포트 정보에 대응하는 포트 정보에 따른 단말기에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이 전화통화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패킷을 버리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는,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해 기 할당된 포트와 상기 전화통화를 위해 동일한 아이피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해 기

할당된 포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4 또는 35에 있어서, 상기 포트는 TCP 및 UDP 의 포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설 IP 망에서의 전화 통화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나의 IP만을 할당받은 사설 IP 망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따른

전화통화 구현을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과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IP 망을 통해 전화통화를 위한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종래 시스템에서 전화통화를 위한 단말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시스템에 의해 게이트키퍼를 발견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종래 시스템에서 전화통화를 위한 호처리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1은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IP 네트워크(110)를 통해 전화통화

(VOIP : VOICE OVER IP)를 실현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권고안은 ITU-T의 H.323으로, 그에 따른 구성을 하기에 개

략적으로 설명한다.

게이트키퍼(GATEKEEPER : 이하 "게이트키퍼"라 함 : 120)는 END USER가 입력하는 전화번호와 IP의 변환을 위한 서버

역할 및 등록, 허가, 생태 관리 (RAS : REGISTRATION ADMISSION STATUS)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컴퓨터(150, 151)

는 IP 네트워크(110)에 연결되어 있으며 고유의 IP를 할당받아 IP 네트워크(110)에 연결되어 있다. IP 네트워크(110)는

게이트웨이(190, 191)을 통해 일반 공중망(PS수 : PUBLIC SWITCH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 180,

181)과 연결되어 있다. I-PHONE(160)은 인터넷폰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화통화에 사용되는 단말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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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ITU-T의 권고안 H.323은 도 2와 같은 프로토콜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IP(INTERNET PROTOCOL :

200)을 기반으로 하여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210) 또는 UDP(USER DATA PROTOCOL :

220)를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

초기 콜 시도 및 접속은 H.225(Q.931 : 211)에 의해 CALL SIGNALLING이 이루어지며 호의 제어(CALL CONTROL)는

H.245(212)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데이터 전송(DATA TRANSMISSION)은 T.120(213)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 2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상기 H.225(211), H.245(212), T.120(213)은 TCP(210)에 의해 이루어진다.

호가 연결된 후에 음성 통화(VOICE)는 G.7XX(221)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상통화(VIDEO)는 H.26X(222)에 의해 이루어

진다. 또한 실시간 전송을 위해서 상기 G.7XX(221) 및 H.26X(222)는 RTP(REAL TIME PROTOCOL : 223)에 의해 처리

되고 상기 RTP의 채널 제어는 RTCP(224)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술한 G.7XX(221)와 H.26X(222), RTP(223), RTCP

(224)는 UDP에 의해 처리된다. 통상 상기 TCP는 ACK를 요구하고 UDP에는 ACK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이나 화상 데이터는 본래의 데이터가 다소 손실되더라도 데이터 복원 시에 사용자에게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키기 않으므로 UDP(220)에 의해 처리된다.

도 1 및 2를 참조하여 도 3에 따라 컴퓨터(150)가 IP 네트워크(110)를 통해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게이트키퍼(120)를 찾

기 위한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0 단계에서 컴퓨터(150)는 게이트키퍼를 찾기위한 GRQ(GATEKEEPER REQUEST)메시지를 UDP 프로토콜을

통해 멀티케스트 어드레스(MULTICAST ADDRESS)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이때 해당 게이트키퍼인 120은 해당 컴퓨터

(150)로 응답 메시지, GCF(GATEKEEPER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하게된다(310 단계). 이때 메시지에는 게이트키퍼

의 IP를 실어 전송하게 된다. GCF를 수신한 컴퓨터(150)는 게이트키퍼(120)로 RRQ(REGISTRATION REQUEST)를 전

송하여 컴퓨터(150)의 Q.931 전송 어드레스(TRANSPORT ADDRESS : IP+TCP PORT 번호)와 ALIAS ADDRESS(가상

어드레스)와 목적지(수신측)의 IP를 등록한다. 상기 가상 어드레스는 통상 다수의 IP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설 IP 망

인 경우에 해당한다. 즉, 다수의 IP를 할당받고,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설 IP 네트워크의 경우 인터넷

연결 요구에 따라 IP를 동적으로 각각의 컴퓨터에 할당하게 됨으로 고정적인 IP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접속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IP를 할당하게 됨으로 게이트키퍼에서는 사설 IP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에 할당한 IP의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저장

하게되는 것이다.

이때 등록이 완료되면 게이트키퍼(120)는 330 단계에서 해당 컴퓨터(150)로 RCF(REGISTRATION CONFIRM)를 전송

하게 된다. 상술한 동작을 위해서 ITU-T는 하기 표와 같이 UDP 및 TCP 채널을 정의하고 있다.

[표 1]

GATEKEEPER DISCOVERY MULTICAST ADDRESS 224.0.1.41

GATEKEEPER UDP DISCOVERY PORT 1718

GATEKEEPER UDP REGISTRATION AND STATUS PORT 1719

END POINT TCP CALL SIGNALLING PORT

(GATEKEEPER가 없는 ENDPOINT로 DIRECT CALL SIGNALLING 시)
1720

상술한 등록 동작이 완료된 후의 처리를 도 4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한다.

400 단계에서 컴퓨터(150)는 게이트키퍼(120)로 호접속 허용을 요구하는 ARQ(ADMISSION REQUEST)를 전송하고 게

이트키퍼(120)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수신측 컴퓨터가 비지(BUSY) 상태가 아니면 허용메시지 ACF(ADMISSION

CONFIRM)를 전송하게 된다. 이후 컴퓨터(150)는 420 단계에서 Q.931의 CALL SIGNALLING을 위한 TCP 채널을 오픈

한다. 이후 컴퓨터(150)는 430 단계에서 컴퓨터(151)로 자신의 전송 포트 어드레스를 주면서 연결을 요청한다. 그러면 컴

퓨터(151)는 게이트키퍼(120)로 ARQ를 전송하여 연결 허가를 요구한다. 이때 게이트키퍼(120)는 연결 허가(450 단계)를

한다. 호 연결이 게이트키퍼(120)에 의해 허가된 후 460 단계에서 컴퓨터(150)는 H.245의 전송 어드레스를 주면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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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를 통보한다. 이후 470 단계에서 H.245를 위한 TCP 채널을 오픈하고, 480 단계에서 H.245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실

시간 음성 통화 또는 영상 통화를 위한 RTP/RTCP 채널을 확립한다. 채널이 확립되면 UDP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통화를 하게된다(490 단계).

상술한 내용은 ITU-T의 권고안에 따른 처리를 기술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상술한 IP 네트워크(110)를 통한 전화통화는 각각의 단말(컴퓨터, 인터넷폰, 등)이 고유의 IP를 가진 경우를 전제

로 하고 있다. 즉, 고유의 IP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의 경우 고정 IP를 할당받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수신이나 송신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즉,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통화를 구현할 경우 각각의 IP가 종래의 전화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정의 IP를 할당받지 못한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는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

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이 하나의 IP를 통해 전화통화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이 하나의 IP로 전화통화를 할 시에 IP 네트워크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을 정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포트 번호와, 전화 접속을 위한 포트 번호를 따로 구분하여 상이하게 설정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통화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아이피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통화 또는 화상 통화를 수행하는 다수의 단말기와,

상기 다수의 단말기와 연결되고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단말기와 아이피 네트워크를 정합시키며,

상기 다수의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포트를 할당하여 하나의 아이피에 할당된 다수의 단말기를 구분하여 송수

신되는 호를 처리하고, 송수신 패킷의 해더 및 페이로드에 있는 아이피와 포트 정보를 상기 할당된 식별자 및 포트에 의해

변환하여 처리하는 홈게이트웨이와,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아이피 네트워크와,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등록 및 호 연결 허가, 아이피 네트워크의 상태 관리를 위한 게이트키퍼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특정(特定) 사항

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망과 사설 IP 망간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HOME GATEWAY의 프로토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게이트키퍼를 발견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게이트키퍼에 등록을 위한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화통화를 위한 호처리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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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홈 게이트웨이에서 프로토콜 변환을 위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 수신(INCOMING CALL) 처리를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 발신(OUTGOING CALL) 처리를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5 및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네트워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도 5에서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종래(도 1)와는 달리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101)를 통해 다수의 컴퓨터

(단말기 : 102, ... 109)(MAC : MEDIA ACCESS CONTROL)를 관리하기 위한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 이하 "

홈 게이트웨이"라 함 : 100)의 기능이 바뀌었다. 종래의 경우 단지 외부의 IP 네트워크(110)과 내부의 컴퓨터(102,... 109)

를 정합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만이 이루어졌었다. 즉,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수신되는 패킷(610, 620, 630

에 따른 패킷)을 사설 IP 네트워크(101)로 연결하기 위한 패킷(631, 621, 611에 따른 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능만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100)는 ITU-T의 H.323 권고안에 따른 패킷 변환 및 프로토콜 처리 기능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홈게이트웨이와는 달리 패킷의 처리가 기 설정된 테이블 정보에 따라 패킷의 해더 및 페이로

드의 정보를 변환하여 처리한다.

통상 사설 IP 네트워크(101)는 IP 네트워크(110)로부터 IP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IP는 사설 IP 네트워크

(101)에 연결된 단말기(102,... 109) 모두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상기 단말기(102,...109)의 숫자

보다 적은 수의 IP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즉, 실제 단말기의 숫자보다 IP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단말기의 수가 적

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사용량에 따라 IP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설 IP 네트워크로 할당된 IP는 홈 게이트

웨이에 의해 IP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요구하는 단말기에 동적으로 할당하게 되어 있다. 즉, 항상 동일한 IP가 할당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 IP를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적으로 IP를 할

당받는, IP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말기(101, ... 109)는 IP 네트워크를 통화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원 발명

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 게이트웨이(100)에서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포트 번호로 구분하여 줌으

로써, IP 네트워크(110)를 통한 전화통화를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IP 네트워크에서 IP는 최종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전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상술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서 IP는 일종의 지역번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포트번호는 실제 전

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기 표는 홈 게이트웨이(100)에서 IP 네트워크(110)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102, ... 109)를 구분하기 위한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구분 할당된 아이피 내부 아이피 할당된 포트

단말기 1 203.234.47.18 10.0.0.0 6

단말기 2 203.234.47.18 10.0.0.1 7

단말기 3 203.234.47.18 10.0.0.2 8

.

.

.

203.234.47.18

.

.

.

.

.

.

단말기 9 203.234.47.18 10.0.255.0 11

단말기 10 203.234.47.19 10.0.255.1 6

단말기 11 203.234.47.19 10.0.255.2 7

단말기 12 203.234.47.19 10.0.255.3 8

.

.

.

203.234.47.19

.

.

.

.

.

.

단말기 N 203.234.47.19 10.0.255.25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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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설 IP 네트워크(101)는 N 개의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며, 할당된 IP

는 203.234.47.18와 234.47.19 두 개이고 각각의 IP는 다수의 단말기를 할당받아 사용되고 있다. 사설 IP 네트워크(101)

에서 단말기의 구분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IP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10.0.0.0 ~ , 10.0.2552550에 의해 내부적으

로 단말기(컴퓨터)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본원 발명에 의한 실시 예에 따라 단말기는 별도의 포트번호를 할당받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있는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포트는 TCP 및

UDP에서의 포트를 말하는 것이고, 물리적이거나 하드웨어적인 포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IP 네트워크에서

일정의 포트를 할당하여 HTTP, E-MAIL, FTP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수의 할당되지 않은 포트가 있다. 상기 포

트가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에서는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로 사용된다. 상기 식별은

사설 IP 네트워크 외부 즉, IP 네트워크(110) 및 IP 네트워크(110)에 연결된 단말기(150, 151)가 사설 IP 네트워크(101)

에 연결된 단말기(102, ... 109)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포트의 할당은 네트워크 운용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할

당된 포트 및 IP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패킷 송수신에 따른 변환에 사용된다. 또한 할당 및 변경된 포트 및 IP 정보는

IP 네트워크(110)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120)로 전송되어 등록된다.

통상 패킷은 목적지 및 발신지 정보를 포함하는 해더(HEADER)와 실제 SOURCE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로드

(PAYLOAD)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성 및 화상 통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H.323의 권고안을 사용할 경우 목적지의 IP 및

TCP, UDP 정보는 패킷의 해더뿐 아니라 페이로드에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해더 부분만을 변경시킬 경우 페이

포드의 에러 검사에 따라 단말기는 계속해서 에러표시만을 할뿐 통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홈 게이트웨이(100)는

기 설정된 값(표 2)에 따라 해더 및 페이로드의 정보를 변환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하 호 발신 및 수신에 따른 흐름을 설명한다.

도 7은 게이트키퍼(120)의 탐색을 위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700 단계에서 홈 게이트웨이(100)는 IP 네트워크(110)의

게이트키퍼(120)를 찾기 위한 동작이 이루어진다. 상기 동작은 상술한 종래 기술에서의 동작과 유사하다.

700 단계에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102)가 GRQ'(GATEKEEPER REQUEST) 메시지를 홈 게이트웨

이(100)로 전송한다. 이때 홈 게이트웨이(100)는 상기 표 2의 기 설정된 값을 참조하여 GRQ' 패킷을 GRQ로 변환하여 IP

네트워크(110)로 전송한다. 상기 변환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해더 및 페이로드의 내용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상기

GRQ'에서 "'"는 사설 IP 네트워크(101)에서 발생되었거나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로 전송되기 위한 패킷

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변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말기(102)는 홈 게이트웨이(100)로 전화통화를 위해 패킷을 전송하게 된

다. 이때 전송되는 패킷의 해더는 게이트키퍼(120)를 찾기 위한 MULTICAST IP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설 IP 네트

워크(101)에서 할당받은 내부 IP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100)는 상기 사설 IP 네트워크에서 내부적으로 할

당받은 IP를 실제 IP 네트워크(110)에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할당한 IP로 변환하고, 포트에 전화통화를 위해 할당한

포트 정보를 포함하여 IP 네트워크(110)로 전송한다. 또한 홈게이트웨이(1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해더의 IP 및 포트 정보

뿐 아니라 페이로드의 IP 및 포트정보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변경하여 IP 네트워크(110)로 전송한다.

IP 네트워크(110)를 통해 GRQ를 수신한 게이트키퍼(120)는 720 단계에서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한 확인 메시지인

GCF(GATEKEEPER CONFIRM)를 홈게이트웨이(100)로 전송한다. 이때 전송은 수신된 GRQ 패킷의 정보에 따라 해당

IP 및 포트로 전송을 하게 된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H.323의 권고안을 사용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페이로드의 정

보 또한 수신된 GRQ 패킷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GCF를 수신한 홈게이트웨이(100)는 상기 표2의 내용에 따라 해당 IP를

사용하는 해당 포트의 단말기가 있는지 검사한다. 해당 단말기가 있을 경우 홈게이트웨이(100)는 해당 포트에 할당된 내

부 IP를 찾아 수신된 GCF 패킷의 해더 및 페이로드의 IP 및 포트 정보를 변환하여 해당 단말기(102)로 GCF'를 전송한다.

이하 도 7의 701, 711, 721, 731 단계는 또 다른 단말기(109)에서 게이트키퍼(120)를 찾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는 비록 동일한 IP(사설 IP 네트워크에 할당

된 IP)를 사용하더라도 상이한 포트를 사용함으로써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상기 포트는 도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CP 및 UDP에서의 포트로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포트(TCP 및 UDP의 포트가 동일한)를 사용할 수도

있고, TCP 및 UDP 각각에 상이한 포트를 할당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단지 사설 IP 네트

워크에서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IP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경우 내부 단말기의 구분을 포트로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도 8은 게이트키퍼(120)로 통화를 요구한 단말기(102)를 등록하기 위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800 단계에서 단말기(102)

의 IP 네트워크(110)의 게이트키퍼(120)에 단말기의 전화통화 요구를 위한 등록을 위해 RRQ'(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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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메시지를 홈 게이트웨이(100)로 전송한다. 이때 홈 게이트웨이(100)는 상기 표 2의 기 설정된 값을 참조하여

RRQ' 패킷을 RRQ로 변환하여 게이트키퍼(120)로 전송한다. 상기 변환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해더 및 페이로드의 내용을 변

환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상기 RRQ'에서 "'"는 사설 IP 네트워크(101)에서 발생되었거나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로 전송되기 위한 패킷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변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말기(102)는 홈 게이트웨이(100)로 등록을 위해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이때 전송되는 패킷의 해더는 게이트키퍼(120)의 IP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설 IP 네트워크(101)에서 할당받은 내

부 IP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100)는 상기 사설 IP 네트워크에서 내부적으로 할당받은 IP를 실제 IP 네트워

크(110)에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할당한 IP로 변환하고, 포트에 전화통화를 위해 할당한 포트 정보를 포함하여 게이

트키퍼(120)로 전송한다. 또한 홈게이트웨이(1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해더의 IP 및 포트 정보뿐 아니라 페이로드의 IP 및

포트정보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변경하여 게이트키퍼(120)로 전송한다.

RRQ를 수신한 게이트키퍼(120)는 820 단계에서 등록 확인을 위한 메시지 RCF를 홈게이트웨이(100)로 전송한다. 이때

전송은 수신된 RRQ 패킷의 정보에 따라 해당 IP 및 포트로 전송을 하게 된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H.323의 권고안을 사

용하는 경우 페이로드의 정보 또한 수신된 RRQ 패킷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RCF를 수신한 홈게이트웨이(100)는 상기 표

2의 내용에 따라 해당 IP를 사용하는 해당 포트의 단말기가 있는지 검사한다. 해당 단말기가 있을 경우 홈게이트웨이(100)

는 해당 포트에 할당된 내부 IP를 찾아 수신된 RCF 패킷의 해더 및 페이로드의 IP 및 포트 정보를 변환하여 해당 단말기

(102)로 RCF'를 전송한다.

이하 도 8의 801, 811, 821, 831 단계는 또 다른 단말기(109)의 등록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9는 등록 후의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900 단계에서 단말기(102)는 수신측의 IP 및 포트 정보를 실어 ARQ'

(ADMISSION REQUEST) 메시지를 홈 게이트웨이(100)로 전송한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1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패

킷을 변환하여 게이트키퍼(120)로 ARQ 전송한다. 이하 홈게이트웨이(100)의 표 2에 따른 패킷 변환은 생략하고 설명한

다. ARQ를 수신한 게이트키퍼(120)는 수신 패킷으로부터 수신측의 IP 및 포트를 검출하고 해당 수신측이 통화가 가능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통화가 가능하면 홈게이트웨이(100)로 ACF(ADMISSION CONFIRM)를 전송하여 연결을 허가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도 7 및 도 8, 도 9의 900, 910, 92O, 930 단계의 패킷은 게이트키퍼(120)와의 송수신을 위한 채널이 사

용됨을 알 수 있다.

연결 허가를 받은 단말기(102)는 홈게이트웨이(100)로 SETUP'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에는 단말기(102)가 오픈

하고 있을 IP 및 포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SETUP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측의 단말기는 960 및 970 단계에 의해 게이트

키퍼(120)으로부터 연결 허가를 받아 자신이 오픈하고 있을 IP 및 포트 정보를 실어 CONNET 메시지를 홈게이트웨이

(100)로 전송한다. 수신된 CONNECT는 CONNECT'로 변환되어 해당 단말기로 전해진다.

이하의 901, 911, 921,... 991 단계는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로 호가 수신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상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상의 설명에서 도 9의 실선으로 표시된 과정은 게이트키퍼(120)와의 채널을, 굵은 선으로 표시된 과정은 상대 단말기와

의 채널을 나타낸 것이다.

IP 네트워크(110)로부터 호가 수신되는 경우 Q.931에 따른 수신측의 주소정보는 이미 게이트키퍼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홈게이트웨이(100)도 동일한 IP 및 포트에 따른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신된 IP 및 포트정보와 표2의 데이터

에 따라 해당 단말기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호 발신이 사설 IP 네트워크(101)로부터 발생되었을 경우 Q.931에 따른 주소정보는 홈 게이트웨이(100)가 가지고

있으므로 IP 네트워크(110)로 전송하기 위한 변환 정보(표2)를 가지고 있다.

도 10은 CONNECTION 후의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A 단계에서 단말기(102)는 MEDIA TRANSPORT CONTROL을 위한

RTCP(REAL TIME CONTROL PROTOCOL) 채널, OPEN LOGICAL CHANNEL 메시지를 홈게이트웨이(100)를 통해

수신측(150)으로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수신측(150)은 자신의 RTCP 채널 정보를 실어 C 및 D 단계에 의해 응답 메시지

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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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 F, G, H 단계는 외부 IP 네트워크로부터 호 수신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상술한 바와 유사하며 그 설

명은 생략한다.

A, B, C, D, 단계 혹은 E, F, G, H 단계에 의해 RTCP 채널이 상호간에 오픈된 다음 RTP 및 RTCP에 의해 음성 혹은 화상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UDP의 포트 번호는 상술한 TCP에서의 포트번호에 의해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를 구분함

과 같이 단말기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도 11은 IP 네트워크(110)로부터 홈 게이트웨이(100)의 패킷 수신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가 단계에서 홈게이트웨

이(100)가 패킷을 수신하면, 패킷의 해더를 검사하여 수신된 패킷의 형태를 알아내게 된다. 나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

(100)는 NAPT(NETWORK ADDRESS PORT TABLE) 테이블을 검색한다. 상기 NAPT 테이블은 상술한 표2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IP 및 포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인터넷 접속에 의해 발생된 포트 및 IP 정보, 내부 할당 IP 정보 등은 접속 해지와 함께 삭제되는

것이 통예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에서 전화통화를 위한 각종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됨이 추후 전화 수신

이 가능하기에 바람직할 것이다. 다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100)는 일반 인터넷 접속에 관한 정보와 같은 IP 및 포트 정보

등과 일치하는 패킷이 수신될 경우 일치하는 정보에 따라 해더의 IP를 내부 아이피로 변환하여 사설 IP 네트워크(110)에

연결된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만일 일치하는 NAPT 테이블의 IP 및 포트정보가 없을 경우 홈게이트웨이(100)는 마 단계로 진행하여 FORWARDING 테

이블을 검색한다. 상기 FORWARDING 테이블은 상술한 표2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전화의 송수신을 위하여 작성된 테

이블로 표2에 나타냄과 같이 할당된 IP와 내부 IP와 할당된 포트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수신된 패킷에서 검출한 IP 및 포트 정보와 일치하는 IP 및 포트 정보가 존재하면, 사 단계로 진행하여 FORWARDING 테

이블의 정보에 따라 패킷을 변환하여 해당 내부의 단말기로 패킷을 전송한다. 일치하는 정보가 없으면 아 단계로 진행하여

수신된 패킷을 버린다.

도 11에 따른 동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된 패킷을 분석하여 목적지의 IP 및 포트 정보를 검출해내고, 검출한 IP 및 포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홈게이트웨

이(100)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테이블인 NAPT 테이블 또는 FORWARDING 테이블에 있는지에 따라 수신된 패킷

을 일반 인터넷 접속에 따른 변환으로 인식하여 처리하거나, 전화접속에 따른 패킷 수신으로 인식하여 패킷을 변환하여 처

리하거나, 패킷을 버린다.

도 12는 사설 IP 네트워크(101)로부터 홈 게이트웨이(100)의 패킷 수신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1 단계에서 홈게이

트웨이(100)가 패킷을 수신하면, 패킷의 해더를 검사하여 수신된 패킷의 형태를 알아내게 된다. 2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

(100)는 NAPT(NETWORK ADDRESS PORT TABLE) 테이블을 검색한다. 상기 NAPT 테이블은 상술한 표2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사설 IP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포트 및 IP 정보,

내부 할당 IP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100)는 일반 인터넷 접속에 관한 정보와 같은 IP 및 포트

정보등과 일치하는 패킷이 수신될 경우 일치하는 정보에 따라 해더의 IP를 내부 아이피로 변환하여 IP 네트워크(110)로

전송하게 된다( 4 단계)

만일 일치하는 NAPT 테이블의 IP 및 포트 정보가 없을 경우 홈게이트웨이(100)는 5 단계로 진행하여 FORWARDING 테

이블을 검색한다. 상기 FORWARDING 테이블은 상술한 표2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전화의 송수신을 위하여 작성된 테

이블로 표2에 나타냄과 같이 할당된 IP와 내부 IP와 할당된 포트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수신된 패킷에서 검출한 IP 및 포트 정보와 일치하는 IP 및 포트 정보가 존재하면, 7 단계로 진행하여 FORWARDING 테이

블의 정보에 따라 패킷을 변환하여 IP 네트워크(110)로 패킷을 전송한다. 일치하는 정보가 없으면 8 단계로 진행하여

NAPT 테이블에 수신된 패킷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고, 패킷의 해더 정보를 변환하여 IP 네트워크(110)으로 전송한다.

도 12에 따른 동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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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P 네트워크(101)로부터 수신된 패킷을 분석하여 목적지의 IP 및 포트 정보를 검출해내고, 검출한 IP 및 포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홈게이트웨이(100)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테이블인 NAPT 테이블 또는 FORWARDING 테이블에

있는지에 따라 수신된 패킷을 일반 인터넷 접속에 따른 변환으로 인식하여 처리하거나, 전화접속에 따른 패킷 수신으로 인

식하여 패킷을 변환하여 IP 네트워크(110)으로 전송하거나, 새로이 NAPT 테이블을 갱신하거나 한다.

이상 도 11 및 도 12의 설명에서 NAPT 및 FORWARDING 테이블로 나누어 테이블을 구성하였지만 이와 같은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엄연히 상술한 일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통화를 위한 인터넷 접속의 포트

번호가 상이하게 할당됨을 알수 있다. 또한 상술한 일반 인터넷 접속에 따른 IP 및 포트 정보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의 해지에 따라 삭제될 수 있지만 전화접속을 위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면 정보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각적으로 게

이트키퍼(120)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 전화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갱신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101)의 홈 게이트웨이(100)로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101)에 연결된 단말기로부터 패킷이 수

신되면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고,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해 기 설정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의 해더와 페이로드의 정보를 변환하여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이

아니면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고,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이면 기 설정된 아

이피 및 포트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을 변환하여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

킷이 아니면 새로운 인터넷 통신을 위한 아이피 및 포트를 설정한다.

한편, 이상의 설명에서 동일한 IP 사용에 따른 전화통화를 설명하였는데 동일한 IP를 사용할 경우 전송 속도의 저하가 발

생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연결회선을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전화통화는 어

디까지나 실시간 전송이 필수적이므로 연결 회선이 증가하게 되면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하여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전화 회선 연결을 일정치에서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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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101)의 홈 게이트웨이(100)로 상기 사설 아이피 네트워크(101)에 연결

된 단말기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고,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이면 상기 전화통화를 위해

기 설정된 아이피 및 포트 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의 해더와 페이로드의 정보를 변환하여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로 전송하

며, 전화통화를 위한 패킷이 아니면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인지 검사하고,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이면 기 설정된 아이피 및 포트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을 변환하여 상기 아이피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기 연결된

일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패킷이 아니면 새로운 인터넷 통신을 위한 아이피 및 포트를 설정함으로써,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이 하나의 IP를 통해 전화통화를 구현할 수 있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이 하나의 IP로 전화통화를 할 시에 IP 네트워크와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

을 정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IP 망을 통해 전화통화를 위한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종래 시스템에서 전화통화를 위한 단말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시스템에 의해 게이트키퍼를 발견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종래 시스템에서 전화통화를 위한 호처리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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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망과 사설 IP 망간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HOME GATEWAY의 프로토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게이트키퍼를 발견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게이트키퍼에 등록을 위한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화통화를 위한 호처리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홈 게이트웨이에서 프로토콜 변환을 위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 수신(INCOMING CALL) 처리를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 발신(OUTGOING CALL) 처리를 위한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89540

- 14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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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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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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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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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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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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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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