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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IP 전화 시스템은 IP 전화 장치 및 ENUM 서버를 포함한다. IP 네트워크에 접속된 IP 전화 장치는 음성 통신을 수행한다.

ENUM 서버는 IP 전화 장치에 의해 대응가능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resource

record)를 저장하고 있고, IP 전화 장치의 문의(query)에 응답하여 이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반송한다. IP 전화 시스템

에서, 발신측 IP 전화 장치의 이용자로부터 음성 통신 지시를 수신하면, 발신측 IP 전화 장치는 착신측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대해 ENUM 서버에 문의한다.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 전송 지시를 수신하면, 발신측

IP 전화 장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지정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착신측 IP 전화 장치에 파일을 전송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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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Naming Authority Pointer) 리소스 레코드를 저장하는 ENUM 서버에 접속된 IP 전화 장치

에 있어서,

메모리 카드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슬롯 - 여기서,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메모리 슬롯에 삽입될 수 있고, 상기 메

모리 카드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됨 - ;

소정의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 여기서,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은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는데 이용됨 - ; 및

제어부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ENUM 서버에 액세스하

고; 상기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또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음성 통신 중에,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

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도록 구성되고,

여기서, 상기 IP 전화 장치는 상기 음성 통신을 위한 음성 패킷의 송수신 및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을 번갈아 수행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구성된 키패드

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NAPTR 리소스 레코드는 URI에 대응하는 ENUM 도메인명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ENUM 서버에

액세스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의 입력된 전화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ENUM 도메인명을 생성하고, 상

기 생성된 ENUM 도메인명에 대응하는 상기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상기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요구를 상기

ENUM 서버로 전송하고,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수신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다수의 형태의 소정의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고, 상기 다수의 형태의 소

정의 프로토콜 중 하나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상기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선택되는

IP 전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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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형태의 소정의 프로토콜은 FTP(File Transfer Protocol),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및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중 하나를 포함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

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기 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유지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음성 통신 중에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음성 패킷의 송신을 중단하고,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은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IP 전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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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수신된 상기 데이터 파일에 포함되는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디스

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IP 전화 장치.

청구항 10.

IP 전화 장치; 및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ENUM 서버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IP 전화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슬롯 - 여기서,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메모리 슬롯에 삽입될 수 있고, 상기 메

모리 카드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됨 - ;

소정의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 여기서,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은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는데 이용됨 - ; 및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ENUM 서버에 액세스하고; 상기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또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상기 다른 IP 전화 장

치와의 음성 통신 중에,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도록 구성되고,

여기서, 상기 IP 전화 장치는 상기 음성 통신을 위한 음성 패킷의 송수신 및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을 번갈아 수행하는

IP 전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

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IP 전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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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기 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유지하는

IP 전화 시스템.

청구항 13.

IP 전화 장치를 이용한 통화 방법 - 여기서, 상기 IP 전화 장치는 메모리 카드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슬롯을 포함하

고,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메모리 슬롯에 삽입될 수 있고, 상기 메모리 카드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되고, 상

기 IP 전화 장치는 소정의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은 상기 데이터 파일을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는데 이용되고, 상기 IP 전화 장치는 ENUM 서버에 접속되고,

상기 ENUM 서버는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저장함 - 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ENUM 서버에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가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음성 통

신 중에, 상기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

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IP 전화 장치는 상기 음성 통신을 위한 음성 패킷의 송수신 및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

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기 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통신 종료가 지시되면,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접속을 유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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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와의 음성 통신 중에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이 지시되는 경우,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의 상기 음성 패킷의 송신을 중단하고, 상기 데이터 파일을 상기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IP 전화 시스템, IP 전화 장치 및 통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원격지의 전화 장치와의 저가의 음성 통신 및 가입자들의 IP 전화 장치들 사이의 무료

음성 통신을 허용하는 IP 전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IP 전화 시스템에서, 발신측 IP 전화 장치 및 착신측 IP 전화

장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과 같은 호 제어(call contr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호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IP 전화 장치는, 음성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와 같은 정보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이용자들 사이의 음성 통신을 실현한다.

한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이미지를 촬영하는 디지털 장치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장

치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의 대상인 사람에게 보내진다.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지

데이터를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이다.

최근, ENUM(Telephone Number Mapping)이,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수단에 의해 다루어

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환경에 적합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E.164로 대표

되는 전세계 유일의 식별 번호에 기초하여, ENUM은 DNS(Domain Name System)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서비스를 식

별한다. IETF는 ENUM을 표준화하고, 그에 대한 프로토콜의 사양을 심의하고 있다.

[특허문헌1] 일본 특허 공개 공보 2004-48239호

[비특허문헌1] 2004년 5월 ENUM Trial Japan이 발행한 "The first report of ENUM Trial Japan"

그러나, 이메일에 첨부된 이미지 데이터 등을 보내는 것은 전송을 완료하는데 긴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송

이 오래 걸리면, 이메일에 첨부된 이미지 데이터의 용량은 감소되도록 요구된다.

이미지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IP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IP 전화 시스템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지 데이터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IP 전화 시스템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착신측 IP 전화 장치와의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IP 전화 시스템, IP 전화 장치 및 통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IP 전화 장치 및 ENUM 서버를 포함하는 IP 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IP 네트워크에 접속된 IP 전화 장치는

음성 통신을 수행한다. ENUM 서버는 IP 전화 장치에 의해 대응가능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NAPTR 리소스 레

코드(resource record)를 저장하고 있고, IP 전화 장치의 문의(query)에 응답하여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반송한다. 이

IP 전화 시스템에서, 발신측 IP 전화 장치의 이용자로부터 음성 통신 지시를 수신하면, 발신측 IP 전화 장치는 착신측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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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장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대해 ENUM 서버에 문의한다.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 전송 지시를 수신

하면, 발신측 IP 전화 장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지정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착신측 IP 전화 장치에 파

일을 전송한다.

발명의 구성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전술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다수의 IP 전화 장치(이하, "IP 전화"로 언급됨)(101 및 102), ENUM 서버(103) 및

DNS 서버(104)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네트워크(105)를 통해 상호접속한다. 이 구성은 도1에 도시된 구성에 한정

되지 않으며, 3개 이상의 IP 전화가 IP 전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

IP 전화(101)(또는 102)는 IP 네트워크(105)를 통해 다른 IP 전화와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IP 전화

(101)(또는 102)는, FTP(File Transfer Protocol)와 같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파일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버 및 클

라이언트로서의 기능도 한다. 구체적으로, IP 전화(101)(또는 102)는 다른 IP 전화가 FTP 등에 기초하여 파일을 전송하도

록 요구한다. 반면, 다른 IP 전화에 의해 파일을 전송하도록 요구받으면, IP 전화(101)(또는 102)는 FTP 등에 기초하여 지

정된 파일을 다른 IP 전화 장치로 전송한다.

ENUM 서버(103)는 후술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이하, "NAPTR 레코드"로 언급됨)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갖는다. IP 전화(101)(또는 102)로부터의 문의(ENUM 문의)에 응답하여, ENUM 서버(103)는 이 DB에 저장된 NAPTR

레코드를 IP 전화(101)(또는 102)로 반송한다.

DNS 서버(104)는 NAPTR 레코드에 지정된 URI와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DB를 갖는다. IP 전화(101)(또는

102)로부터의 질문에 응답하여, DNS 서버(104)는 이 DB에 저장된 IP 어드레스를 IP 전화(101)(또는 102)로 반송한다.

도2는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101)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또한, IP 전화(102)는 IP 전화(101)와 동일

한 구성을 갖는다.

도2에 도시된 IP 전화(101)에서, IP 전화 제어부(201)는 IP 네트워크(105)를 통해 음성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IP 전화 제어부(201)는 SIP와 같은 호 제어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다른 IP 전화와의 호

제어를 실행한다. 또한, IP 전화 제어부(201)는 다른 IP 전화 장치와 관련된 NAPTR 레코드을 문의하는 ENUM 문의를

ENUM 서버(103)로 전송하고, 그 ENUM 문의에 대한 응답(ENUM 응답)을 수신하며, 또한, 다른 IP 전화의 IP 어드레스를

문의하는 IP 어드레스 문의를 DNS 서버(104)로 전송하고, 그 IP 어드레스 문의에 대한 응답(IP 어드레스 응답)을 수신한

다.

파일 송수신부(202)는 FTP와 같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IP 네트워크(105)를 통해 파일을 전송 및 수신한다. 파

일 송수신부(202)가 파일 전송 및 수신을 위해 이용하는 URI 및 IP 어드레스는 IP 전화 제어부(201)에 의해 제공된다. IP

전화(101)의 이용자로부터의 지시는 파일 송수신부(202)로부터의 파일 전송을 개시한다. 후술되는 설명에서, 파일 송수신

부(202)가 이용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FTP가 이용되지만,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및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도 적용가능하다.

디스플레이(203)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203)는 IP 전화(101)의 현재 상태, IP 전화

(101)의 이용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전송되는 파일 및 수신된 파일을 표시한다. 내부 메모리(204)는 파일 송수신부(202)

가 전송하는 파일 또는 파일 송수신부(202)가 수신한 파일을 저장한다. 외부 메모리(205)는 SD 메모리 카드(등록 상표)

등과 같은 메모리 카드를 포함한다. 외부 메모리(205)는 후술되는 카드 슬롯에 삽입 및 분리가 가능하다. 내부 메모리

(204)와 마찬가지로, 외부 메모리(205)는 파일 송수신부(202)가 전송하는 파일 또는 파일 송수신부(202)가 수신한 파일

을 저장한다.

도3은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101)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이다. 또한, IP 전화(102)는 IP 전화(101)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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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전화(101)는 이용자의 음성을 수신하는 수화기(301), 전화번호와 다른 정보의 입력을 허용하

는 키패드(302), 키패드(302)의 우측에 위치하여 음성 메일 모드로 스위칭하는 음성메일키(303), 키패드(302)의 우측에

위치하여 음성을 외부 출력으로 스위칭하는 스피커키(304) 및 키패드(302)의 상측에 위치하여 파일 전송을 지시하는 파일

전송 버튼을 포함하는 기능키(305)를 갖는다.

또한, 기능 버튼(305)의 상부에, IP 전화(101)는 LC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203)를 갖는다. 이 디스플레이(203)의 상측

의 측면부에, IP 네트워크(105)에 접속된 LAN 인터페이스(LAN I/F)(306)가 갖추어져 있다. 음성메일키(303) 및 스피커

키(304)의 하측의 측면부에, SD 메모리 카드(등록 상표)와 같은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도록 카드 슬롯(307)이 제공된다.

도4는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ENUM 서버(103)의 대표적인 일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DNS 서버(104)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ENUM 서버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ENUM 서버(103)는 서버 전체를 제어하는 CPU(401)를 갖는다. 이 CPU(401)에 접속된 메모리

(402)는 CPU(401)가 읽어내고 실행하는 ENUM 서버(103)의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ROM 기능을 한다. 또한, CPU

(401)가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워크 메모리(work memory)의 역할을 하는 RAM 기능도 한다.

또한, CPU(401)에는 후술되는 NAPTR 레코드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403)가 접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 IP 전화

(101)로부터 ENUM 문의를 수신하면, CPU(401)는 DB(403)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대응하는 NAPTR 레코드를 검색하

여, 그 NAPTR 레코드를 ENUM 문의를 전송한 IP 전화(101)로 반송한다.

또한, CPU(401)에는 입출력 장치(404)가 접속되어 있는데, 입출력 장치(404)는, 예를 들어, 키보드 등과 같은 입력 장치

및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출력 장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입력 장치는 DB(403)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추가 및 편집

할 때 이용되고, 출력 장치는 DB(403)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ENUM 서버(103)의 관리자 등이 확인할 때 이용된다.

또한, CPU(401)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I/F)(405)가 접속되어 있는데, 이는 ENUM 서버(103)가 접속된 IP 네트워크

(106)와의 인터페이스이다.

도5는 본 실시예에 따른 ENUM 서버(103)의 DB(403)에 저장된 NAPTR 레코드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이 일례에서는,

전화번호 "0310000000" 및 "0310000001"로부터 얻은 도메인명과 관련된 NAPTR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다.

도5에서, 3개의 URI "81310000000.tokyo.sip.jp"는 전화번호 "0310000000"으로부터 얻은 도메인명

"0.0.0.0.0.0.0.1.3.1.8.e164.arpa"와 관련되어 있다. 이 3개의 NAPTR 레코드는 서비스 필드에서의 기술(記述)이 상이하

다. 첫번째 NAPTR 레코드는 SIP에 대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sip"로 기술되어 있고, 두번째 NAPTR 레코드는 FTP

에 대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ftp"로 기술되어 있으며, 세번째 NAPTR 레코드는 HTTP에 대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http"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3개의 URI "81310000001.tokyo.sip.jp"는 전화번호 "0310000001"로부터 얻은 도메인명

"1.0.0.0.0.0.0.1.3.1.8.e164.arpa"와 관련되어 있다. 전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3개의 NAPTR 레코드는 서비스 필드에

서의 기술이 상이하다. 첫번째 NAPTR 레코드는 SIP에 대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sip"로 기술되어 있고, 두번째

NAPTR 레코드는 FTP에 대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ftp"로 기술되어 있으며, 세번째 NAPTR 레코드는 HTTP에 대

응가능함을 나타내는 "E2U+http"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도5의 NAPTR 레코드의 일례는 전화번호 "0310000000" 및 "0310000001"가 주어지는 IP 전화가 SIP, FTP 및

HTTP에 대응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6은 본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104)의 DB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6에서, URI "81310000000.tokyo.sip.jp", "81310000001.tokyo.sip.jp", "81310000002.tokyo.sip.jp" 및

"81310000003.tokyo.sip.jp"가 저장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URI "81310000000.tokyo.sip.jp",

"81310000001.tokyo.sip.jp", "81310000002.tokyo.sip.jp" 및 "81310000003.tokyo.sip.jp"는 각각 IP 어드레스

"192.168.1.1", "192.168.1.2", "192.168.1.3" 및 "192.168.1.4"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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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구성을 갖는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IP 전화(101)의 키패드(302)를 이용하여 착신측을 지

정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착신측 이용자와 통화한다.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IP 전화(101)의 이용자는, 파일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카르 슬롯(307)에 삽입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 키패드(302)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기능키(305)의 파일 전송 버튼(305)을 누름으로써, 선택된 파일을 착신측 이용자에게 보낼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의 IP 전화(101)의 동작이 도7의 시퀸스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IP 전화(101)의 동

작은 IP 전화(102)와의 통화 및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파일 전송을 포함한다.

이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ENUM 서버(103)의 DB(403)는 도5에 도시된 NAPTR 레코드를 저장하고 DNS 서버

(104)의 DB는 도6에 도시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IP 전화(101 및 102)에는 각각 전화번호 "0310000000"과

"0310000001"이 제공된다.

후술되는 설명에서, 전송되는 파일로 이미지 데이터 파일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IP 전화(101)의 이용자는 SD 메모리 카

드(등록상표)와 같은 메모리 카드를 기록 매체로 갖는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한다. 그리고 나서, 이용

자는 그 이미지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카드를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101)의 카드 슬롯(307)에 삽입한다.

IP 전화(101)가 IP 전화(102)와 통신을 수행할 때, IP 전화(101)의 이용자는 먼저 IP 전화(102)의 전화번호

"0310000001"을 입력하고, ENUM 문의의 전송을 지시한다.

전화번호 및 ENUM 문의 전송 지시를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이 전화번호와 관련된 NAPTR 레코드을 문의하는

ENUM 문의를 ENUM 서버(103)로 전송한다(ST701). 여기서, IP 전화(101)는 먼저 이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0310000001"를 국가 코드를 포함하는 E.164 번호 "+81-3-10000001"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와 숫자만 남겨서

"+81310000001"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IP 전화(101)는 "+"를 삭제하여 숫자만 남기고, 숫자 사이에 점을 삽입하여

"8.1.3.1.0.0.0.0.0.0.1"로 만든다. 다음으로, IP 전화(101)는 숫자를 역순으로 하고 맨뒤에 문자열 ".e164.arpa"를 추가하

여 "1.0.0.0.0.0.0.1.3.1.8.e164.arpa"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IP 전화(101)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NAPTR 레코드를 문

의하는 ENUM 문의를 전송한다.

ENUM 문의를 수신하면, ENUM 서버(103)는 도메인명 "1.0.0.0.0.0.0.1.3.1.8.e164.arpa"와 관련된 NAPTR 레코드를

검색하고, 이 NAPTR 레코드를 포함하는 ENUM 응답을 IP 전화(101)로 반송한다(ST702). 구체적으로, ENUM 서버

(103)는 도5에 도시된 NAPTR 레코드 중 하단 3개의 NAPTR 레코드를 검색하고, 이 3개의 NAPTR 레코드를 포함하는

ENUM 응답을 IP 전화(101)로 반송한다. 이 ENUM 응답은 IP 전화(102)가 SIP, FTP 및 HTTP에 대응가능하다는 것을

IP 전화(101)에 통지한다. IP 전화(101)의 IP 전화 제어부(201)는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를 보유하게 된

다.

NAPTR 레코드를 포함하는 ENUM 응답을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이 NAPTR 레코드에 지정된 URI

"81310000001.tokyo.sip.jp"와 관련된 IP 어드레스의 문의를 DNS 서버(104)로 전송한다(ST703).

IP 어드레스 문의를 수신하면, DNS 서버(104)는 이 URI와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검색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IP

어드레스 응답을 IP 전화(101)로 반송한다(ST704). 구체적으로, DNS 서버(104)는 도6에 도시된 두번째 IP 어드레스

(192.168.1.2)를 검색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IP 어드레스 응답을 IP 전화(101)로 반송한다.

IP 어드레스 응답을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IP 전화(102)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인식한다. 그리고 나서, IP 전화

(101)는 "INVITE" 메시지를 IP 전화(102)의 IP 어드레스로 전송한다(ST705).

IP 전화(101)로부터 이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2)의 호출음이 울리고, 이와 동시에, "180 Ringing" 메시

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706). 이 "180 Ringing" 메시지에 응답하여, IP 전화(101)는 링백톤(ring back tone,

RBT)을 출력한다.

오프-후크(off-hook) 또는 응답을 검출하면, IP 전화(102)는 접속 허가를 나타내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707). 이 "200 OK"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ACK" 메시지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708).

IP 전화(102)가 "ACK"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 및 102)는 통신을 수행할 준비가 되고 이용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한다(ST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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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IP 전화(101)의 이용자는 다수의 파일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그 메모리 카드로부터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른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른 것을 검출하면, IP 전화(101)는 IP 전화(102)로

파일을 전송하는 파일 전송 시퀸스로 이행한다. 이 파일 전송 시퀸스에서, IP 전화(101)는 보유하고 있던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에 기초하여, 전송 파일을 IP 전화(102)로 전송한다. 이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통화는 계속될 수

있다. IP 전화(101)는 음성 패킷의 교환(전송 및 수신)과 파일 전송 시퀸스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번갈아 수행한다. 이 파일

전송 시퀸스에 대해서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파일 전송 시퀸스를 통해 IP 전화(102)로의 파일 전송을 완료하고 IP 전화(101)의 이용자로부터의 온-후크(on-hook)와

같은 통화 종료 지시를 검출하면, IP 전화(101)는 접속 해제를 나타내는 "BYE" 메시지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

(ST710). 이 "BYE"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접속 해제 허가를 나타내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711). 전술된 바와 같이, 통화는 IP 전화(101)와 IP 전화(102) 사이에 이루어지고, 파일은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송된다.

다음으로, 전술된 파일 전송 시퀸스가 도8 및 도9의 시퀸스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8 및 도9는 파일 전송에 있어서 상이하다. 도8에 도시된 시퀸스에서, 데이터는 소정의 데이터 패킷마다 전송되고 "200

OK" 메시지는 패킷마다 수신되는 반면,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제어 파일은 데이터 전송 이전에 전송되고, 다수의 데이터 패킷이 동시에 전송된다. 먼저, 도8이 설명되고, 다음으로, 도8

과 상이한 점에 대해 도9가 설명될 것이다.

파일 전송 시퀸스로 이행하기 위하여, IP 전화(101)의 이용자는 전송 파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파일 전송 버튼을 누

른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면,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지정된 파일

의 전송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ENUM 응답에 포함되는 착신측(IP 전화(102))이 대응가능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선택

되고, 파일 전송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ENUM 응답에 포함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 및 HTTP) 중에서 선택된 프로

토콜로서 FTP를 이용한다. 프로토콜 선택을 위해서, 본 실시예에서는, NAPTR 레코드에 포함되는 순서(order) 필드에 따

라 FTP 및 HTTP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응답하여, IP 전화(101)는 파일 전송 요구(전송 요구 명령)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

(ST801). 파일 전송 요구는, 예를 들어, FTP에 기초하여, ID로 "ftp"를 지정하고 패스워드로 "착신측(IP 전화(102)) URI"

를 지정함으로써 수행된다. 여기서 지정된 착신측 URI는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로부터 추출된다.

파일 전송 요구를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파일 전송 요구 수신을 나타내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

다(ST802). IP 전화(101)가 "200 OK" 메시지를 수신하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속이 IP 전화(101)와 IP 전화

(102)사이에서 실현된다(ST803).

파일 전송 프로토콜 접속이 실현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데이터 전송 요구 명령)과 함께

데이터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804). 예를 들어, "put" 명령이 이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으로 이용된다.

데이터는 소정의 데이터 패킷마다 전송된다. 소정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수신 완료를

나타내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805).

이 "200 OK"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과 함께 데이터를 IP 전화(102)로 다

시 전송한다(ST806). 소정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수신 완료를 나타내는 "200 OK" 메

시지를 IP 전화(101)로 다시 전송한다(ST807). IP 전화(101 및 102)는 지정된 파일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동일

한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지정된 파일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종료하기 위한 명령(종료 명령)을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808). 예를 들어, "quit" 명령이 이 데이터 전송을 종료하기 위한 명령으로 이용된다. IP 전화(101)로부터 이

명령을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명령 수신을 나타내는 "221 GoodBye"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809). IP

전화(101)가 이 "221 GoodBye"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와 IP 전화(102) 사이에 실현된 파일 전송 프로토콜 접

속은 해제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IP 전화(101)의 이용자에 의해 지정된 파일이 IP 전화(102)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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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의 파일 전송 시퀸스와 마찬가지로, 도9의 파일 전송 시퀸스에서도, IP 전화(101)로부터의 파일 전송 요구에 응답하여

"200 OK" 메시지를 반송함으로써,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속을 실현한다(ST801 내지 ST803). 도9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후술되는 프로세스에서 도8과 상이하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 접속이 실현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

하는 데이터 제어 파일을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901). 이 데이터 제어 파일은, 예를 들어, 한번에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의 수량을 지정한다. 이 데이터 파일을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데이터 제어 파일의 수신을 나타내는 "200 OK" 메시

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902).

이 "200 OK"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과 함께 데이터를 IP 전화(102)로 전

송한다(ST903). 이 데이터를 전송한 후,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과 함께 다음 데이터를 전송한

다(ST904). IP 전화(101)는 데이터 수량이 데이터 제어 파일에 지정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

한 명령과 함께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송한다. 데이터 제어 파일에 지정된 수량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905). IP 전화(101 및 102)는 지정된 파일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동

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지정된 파일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IP 전화(101)는 데이터 전송을 종료하기 위한 명령(종료 명령)을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808). 이 명령을 수신하면, IP 전화(102)는 "221 GoodBye"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809). IP

전화(101)가 이 "221 GoodBye"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와 IP 전화(102) 사이에 실현된 파일 전송 프로토콜 접

속은 해제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IP 전화(101)의 이용자에 의해 지정된 파일이 IP 전화(102)로 전송된다.

도7 및 도8(또는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의 발신측 IP 전화(101) 및 착신측 IP 전화(102)의 동작이 설명된다. 도10은 도

7 및 도8(또는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의 발신측 IP 전화(101)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11은 도7 및 도8(또는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의 착신측 IP 전화(102)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10에서, 발신측 IP 전화(101)는, 대기 모드에서, 이용자로부터의 전화번호 입력의 수신을 감시한다(ST1001).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을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ENUM 문의를 ENUM 서버(103)로 전송하고(ST1002), ENUM 응답의 수신

을 감시한다(ST1003). 또한, IP 전화(101)는 소정의 시간 동안 감시를 계속한다. ENUM 응답을 확인할 수 없으면, IP 전

화(101)는 통신 실패로 판단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도시되지 않음).

ENUM 응답을 확인하면, IP 전화(101)는 IP 어드레스 문의를 DNS 서버(104)로 전송하고(ST1004), IP 어드레스 응답의

수신을 감시한다(ST1005). 또한, IP 전화(101)는 소정의 시간 동안 감시를 계속한다. IP 어드레스 응답을 확인할 수 없으

면, IP 전화(101)는 통신 실패로 판단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도시되지 않음).

IP 어드레스 응답을 확인하면, IP 전화(101)는 IP 어드레스 응답에서 얻은 IP 전화(102)의 IP 어드레스로 "INVITE" 메시

지를 전송한다(ST1006). 그리고 나서, IP 전화(101)는 착신측 IP 전화(102)로부터의 "200 OK" 메시지의 수신을 감시한

다(ST1007).

"200 OK" 메시지를 확인하면, IP 전화(101)는 "ACK" 메시지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1008). 또한, IP 전화(101)는

소정의 시간 동안 감시를 계속한다. "200 OK"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IP 전화(101)는 통신 실패로 판단하고, 프로세

스를 종료한다. IP 전화(102)가, IP 전화(101)가 전송한 "ACK" 메시지를 확인하면, IP 전화의 이용자들은 통화를 시작한

다(ST1009).

통화가 시작되면, IP 전화(101)는 이용자가 다수의 파일을 포함하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IP 전화(102)로 전송했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P 전화(101)는 먼저 메모리 카드가 카드 슬롯(307)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T1010).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었으면, IP 전화(101)는 전송할 파일이 번호키(302) 등을 이용하여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T1011). 전송할 파일이 선택되면, IP 전화(101)는 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T1012).

또한, 단계(ST1010)에서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을 때 또는 단계(ST1011)에서 전송할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IP 전화(101)는 후술되는 단계(ST1017)로 스킵되고(skip), 통화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단계(ST1002)에

서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IP 전화(101)는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를 때까지 감시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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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으면, IP 전화(101)는 파일 전송 요구를 IP 전화(102)로 전송한다(ST1013). 파일 전송 요구를 전송

할 때, IP 전화(101)의 송수신부(202)는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파일

전송 요구를 전송한다.

여기서, 파일 전송은 도5에 도시된 하단 3개의 NAPTR 레코드에 기초하여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파일 송수신부(202)는

이 NAPTR 레코드로부터 FTP와 HTTP 중 하나의 프로토콜을 선택하여, 파일 전송을 시작한다. 프로토콜 선택을 위하여,

본 실시예에서는, NAPTR 레코트에 포함되는 순서 필드에 따라 FTP 및 HTTP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파일 송수신부(202)는, FTP를 선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파일 전송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IP 전화 제어부(201)

에 의해 제어되는 파일 송수신부(202)는, FTP에 기초하여, ID로 "ftp"를 지정하고 패스워드로 "IP 전화(102) URI"를 지정

한다. 그리고 나서, 파일 송수신부(202)는 호 제어 프로세스에서 얻은 전송 상대의 정보를 이용하여, FTP에 기초하여, 전

송할 파일의 착신측을 지정할 수 있다. IP 전화(102) URI는 ENUM 응답에 포함되는 NAPTR 레코드로부터 추출된다.

파일 전송 요구를 전송한 후, IP 전화(101)는 IP 전화(102)로부터의 "200 OK" 메시지의 수신을 감시한다(ST1014). "200

OK" 메시지를 확인하면, IP 전화(101)는 IP 전화(102)로 파일 데이터를 전송한다(ST1015). 또한, IP 전화(101)는 소정의

시간 동안 감시를 계속한다. "200 OK"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IP 전화(101)는 파일 전송 실패로 판단하고, 후술되는

단계(ST1007)로 스킵되며, 통화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IP 전화(101)는 파일 데이터 전송의 종료를 감시한다(ST1016). 파일 데이터 전송의 종료를

검출하면, IP 전화(101)는 통화의 종료를 감시한다(ST1017). 또한, 통화의 종료를 검출하면, IP 전화(101)는 "BYE" 메시

지를 IP 전화(102)로 전송하고(ST1018), 그리고 나서, IP 전화(102)로부터의 "200 OK" 메시지의 수신을 감시한다

(ST1019). "200 OK" 메시지를 확인하면, IP 전화(101)는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IP 전화(101)의 이용자에 의해 지정된 파일이 IP 전화(102)로 전송된다.

한편, 도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신측 IP 전화(102)는, 대기 모드에서, 발신측 IP 전화(여기서는 IP 전화(101))로부터의

"INVITE" 메시지의 수신을 감시한다(ST1101). 그리고,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2)의 호출음이 울리고,

이용자로부터의 오프-후크와 같은 응답의 수신 여부를 판단한다(ST1102). 이용자로부터 오프-후크와 같은 응답을 수신

하면, IP 전화(102)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1003). 또한, 이용자로부터 오프-후크와 같은 응

답을 수신하지 않으면, IP 전화(102)는 단계(ST1102)의 감시를 계속한다.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 후, IP 전화(102)는 IP 전화(101)로부터의 "ACK" 메시지의 수신을 감시한다

(ST1104). IP 전화(102)가 "ACK" 메시지를 확인하면, IP 전화의 이용자들은 통화를 시작한다(ST1105). 또한, IP 전화로

부터 "ACK"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으면, IP 전화(102)는 단계(ST1104)의 감시를 계속한다.

통화가 시작되면, IP 전화(102)는 파일이 IP 전화(101)로부터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P 전화(102)

는 IP 전화(101)로부터의 파일 전송 요구의 수신 여부를 판단한다(ST1106). 파일 전송 요구를 확인하면, IP 전화(102)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1107). 이 "200 OK"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전화(101)는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하고, IP 전화(102)는 이 파일 데이터를 수신한다(ST1108).

파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 IP 전화(102)는 파일 데이터 수신의 종료를 감시한다(ST1109). 그리고, 파일 데이터 수신

의 종료를 검출하면, IP 전화(102)는 IP 전화(101)로부터 "BYE"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판단한다(ST1110). "BYE" 메시지

를 확인하면, IP 전화(102)는 "200 OK" 메시지를 IP 전화(101)로 전송한다(ST1111). "200 OK"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IP

전화(102)는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을 수신하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IP 전화(101)의 이용자에

의해 지정된 파일이 IP 전화(102)에 의해 수신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발신측 IP 전화(IP 전화(101))는 이용자로부터의 통화 지시에 기

초한 ENUM 문의에 응답하여 반송되는 NAPTR 레코드에 지정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착신측 IP 전화(IP 전화

(102))로 파일을 전송한다. 그에 따라, 발신측 IP 전화는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착신측 IP 전화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발신측 IP 전화(IP 전화(101))는, 착신측 IP 전화(IP 전화(102))로 파일 전송

을 완료한 후에 통화를 종료하는 지시를 수신하면, 착신측 IP 전화(IP 전화(102))와의 접속을 해제한다. 따라서, 착신측 IP

전화(IP 전화(102))와의 접속은 통화를 종료하는 지시에 기초하여 확실히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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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는 IP 전화(101)와 IP 전화(102)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이 전송되고 파일 전송이 종료된 후

에 통화가 종료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그러나, 파일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파일 전송을 완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파일 전송이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시작되고 통화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되도록 파일 전송을 제어하는

실시예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파일 전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온-후크와 같은 통화를 종료하는 지시를 제공할 때

에도, 접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P 전화를 온-후크와 같은 통화를 종료하는 지시에 응답하여 "BYE" 메시지

를 전송하도록 셋팅하지(set) 않고 파일 전송의 종료를 검출하면 "BYE"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셋팅함으로써, 통화를 종료

하는 지시가 제공될 때에도, 접속은 유지될 수 있다.

발신측 IP 전화(IP 전화(101))는 전술된 바와 같이 셋팅되고, 그에 따라, 파일 전송을 종료하기 전에 통화를 종료하는 지시

를 받으면, 착신측 IP 전화(IP 전화(102))로 그 파일 전송을 완료할 때까지 착신측 IP 전화(IP 전화(102))와의 접속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용자는 파일 전송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IP 전화를 온-후크 상태로 셋팅함으로써 통화를 종

료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파일 전송 시퀸스에서 FTP에 기초하여 파일이 전송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그러나, HTTP와 같은 다른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FTP를 대신할 수 있다. HTTP에 기초하여 파일을 전송하면, 도5(또는 도6)에 도시된 파일 전송 요

구(전송 요구 명령)로서의 "request-URI" 명령 및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데이터 전송 요구 명령)으로서의

"POST" 명령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TFTP도 파일 전송을 위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이용될 수 있다. 전송 계층에서 TCP를 이용하는 FTP와 달리,

TFTP는 전송 계층에서 UDP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파일 전송 전에 착신측 IP 전화와의 접속 실현을 요구하

지 않고, 그에 따라, 파일 전송 이외의 오버헤드(overhead)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파일 전송을 달성한다.

전술된 설명은 IP 전화(101)와 IP 전화(102)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메모리 카드가 메모리 카드 슬롯(307)에 삽

입되고 그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파일이 전송되는 경우를 일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카드의 파일을 전송할 때, 그

메모리 카드는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메모리 카드 슬롯(307)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화기 이루어지기 전에

삽입될 수도 있다. 또한, IP 전화(101)의 내부 메모리(204)에 저장된 파일이 전송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독립형(standalone) 장치로 설명된 IP 전화는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전화 장치가 IP 전화의 기능을 하도록 제어 어댑터가 표준 전화 장치에 접속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표

준 전화 장치는 IP 네트워크(104)를 통한 통화 기능을 갖지 않는 전화 장치로 규정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통화 장치로 설명된 IP 전화는 IP 비디오 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전화는 실

시간으로 음성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양방향으로 전송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IP 전화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는 IP 전화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통화를 위한 통화 제어 시퀸스가 유지되는 경우, 파일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

송에 우선 순위를 주고 상대와의 통신 트래픽(traffic)을 감소시키며 그에 따라 파일 전송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화

를 위한 음성 패킷의 전송 및 수신은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지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전송할 파일의 형태는 이미지 데이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는, 접속이 실현된 후, 즉, 착신측 IP 전화가 오프-후크로 셋팅된 후, 파일 전송

이 시작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그러나, IP 전화는 착신측 이용자가 부재중일 때에도 파일 전송을 위한 SIP 호 제어의 실현

을 허용하도록 자동 응답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전술된 IP 전화는 정부에 의해 규정되고 통신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IP 전화 및 TCP/IP와 같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로컬 네트워크 또는 사설 네트워크상에서 실현되는 IP 전화를 포함한다.

전술된 예들은 단지 설명을 위해 제공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이 예시적인 실시예를 참조

하여 설명되었지만, 여기서 이용된 용어는 제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설명 및 예시를 위해 이용된 것이다. 양태가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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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범위 및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안에서 여러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이 여기서

특정 구조, 물질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된 특정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 안에서 기능적으로 등가의 구조, 방법 및 용법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전술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출원은 2004년 12월 24일 제출된 일본특허출원 제2004-373828호에 기초한 것이며, 이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참

조로서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착신측 IP 전화 장치와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일을 전송할 수 있

는 IP 전화 시스템, IP 전화 장치 및 통화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2는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 포함되는 IP 전화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3은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

도4는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ENUM 서버의 대표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5는 본 실시예에 따른 ENUM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NAPTR 레코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6은 본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7은 본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 시스템에서 IP 전화들 사이에 음성 통신(통화)을 실현하고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지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시퀸스도.

도8은 도7에 도시된 전송 시퀸스의 일례를 설명하는 시퀸스도.

도9는 도7에 도시된 전송 시퀸스의 일례를 설명하는 시퀸스도.

도10은 도7 및 도8(또는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의 발신측 IP 전화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11은 도7 및 도8(또는 도9)에 도시된 시퀸스에서의 착신측 IP 전화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102: IP 전화 장치(IP 전화) 103: ENUM 서버

104: DNS 서버 105: IP 네트워크

201: IP 전화 제어부 202: 파일 송수신부

204: 내부 메모리 205: 외부 메모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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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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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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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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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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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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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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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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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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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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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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