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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및 그 제어 방법

요약

국선 인터페이스부, 내선 인터페이스부,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구비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

토콜 게이트웨이가, 외부의 명령에 응답하여 탄뎀모드 혹은 독립모드를 설정하며, 상기 탄뎀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

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

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며, 상기 독립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탄뎀모드, 독립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VoIP 게이트웨이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의 FXO, FXS를 사용하는 VoIP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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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혹은 레거시 PBX)을 이용하는 VoIP 네트워크의 제1구성 예

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의 모드 설정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의 동작 제어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VoIP 라우팅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혹은 레거시 PBX)을 이용하는 VoIP 네트워크의 제2구성 예

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 하 "VoIP"라 함.)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국선 인터페이스부만을 갖는 레거시 PBX나 키폰시스템의 VoIP 통신을 지원하는 VoIP 게이트웨이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VoIP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일반 공중 전화망(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PSTN)에서 들어온 음성과 팩시

밀리 데이터를 실시간 압축 및 프로토콜 변환 과정을 거쳐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망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VoIP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실장되는 VoIP 보드는 PSTN에서 사용되는 음성데이터를 IP 망

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보드로 H.323 V3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도 1은 VoIP 게이트웨이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국선 인터페이스부(51)는 보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교환기용 국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상기 국

선 인터페이스부를 FXO(foreign exchange office)라 한다.

내선 인터페이스부(52)는 보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내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상기 내선 인터페

이스부를 FXS(foreign exchange station)라 한다.

VoIP처리부(54)는 역시 보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일반 공중 전화망(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PST

N)에서 들어온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변환해준다.

제어부(53)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Media Gateway Control Board: MGCB) 보드 형태로 구현할 수 있

으며,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51), 내선 인터페이스부(52) 및 VoIP처리부(54)를 제어하여 VoIP 게이트웨이(VG)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한다.

이처럼 VoIP 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종래에 개발되어진 VoIP 게이트웨이는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의 디지털 

인터페이스인 E1/T1 이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인 FXO, FXS 또는 EM을 이용하여 연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1/T

1은 상기 제어부(53)에 장착되는 다른 보드로서, VoIP 게이트웨이를 E1 혹은 T1 내선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E1과 T1은 각각 2.048Mbps 및 1.544Mbps의 전송률을 제공하는 공지의 고속 디지털 회선 서비스이다. 상기

E1/T1 혹은 EM은 송신 및 수신이 모두 지원되는 양방향 서비스를 하는데 반하여 FXS와 FXO는 단방향 특성을 가지

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 즉, FXS와 FXO가 각각 8포트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를 가정하면, 인커밍 호

가 8개이고 아웃고잉 호가 8개이므로 전체적으로는 16채널이 지원되지만 아웃고잉 호를 서비스할 수 있는 채널의 수

는 8개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아웃고잉 호로 16 채널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단점이 있다

. 또한 사이트(site)의 상황에 따라서 FXO만을 갖는 레거시 PBX나 키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VoIP 망을 운영하려면 상기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의 시스템 확충 혹은 교체를 함께 해

야 한다는 불합리함도 있다.

도 2는 FXO 및 FXS를 모두 갖추고 있는 통상적인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 템을 구비한 VoIP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VoI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과 연동하는 VoIP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송신과 수신을

모두 지원하는 디지털 트렁크인 E1/T1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EM을 이용한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이

용한다.

FXS 및 FXO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인 경우 FXS는 수신 기능을, FXO는 송신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FXS 및 FXO

를 모두 갖추고 있는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은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의 FXO 및 FXS와 연결되어 

VoIP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거시 PBX나 키폰시스템이 FXO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발신과 수신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이는 FXO와 F

XS가 단방향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FXO/FXS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VoIP 망에서 제1영역에 있는 가입자가 키폰

시스템의 FXO를 이용하여 VoIP 게이트웨이의 FXS로 호를 시도하면, 호 셋업 신호(call setup signal)가 VoIP 패킷(

packet)으로 변환되어 제2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에 도달하게 된다. 상기 VoIP 게이트웨이의 FXO로 전달된 

호는 레거시 PBX의 FXS로 착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제2영역에 있는 PBX 혹은 키폰시스템이 FX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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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았다면 착신을 할 수 없다.

DID 넘버링(Direct Inward Dial numbering) 기능을 지원하는 레거시 PBX 및 키폰시스템의 경우 인커밍 호를 FXO

에서 수신하는 것처럼 동작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VoIP 게이트웨이는 VoIP 인커밍 호를 FXO로 이동하기 때

문에, FXO가 없는 레거시 PBX 및 키폰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는 VoIP 인커밍 호를 FXS 로 이동하는 기능

이 요구된다. 또한 VoIP 게이트웨이의 적절한 FXS로 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호출측(caller party)에서 받은 디지트(

digit)를 피호출측(called party)의 상황에 맞도록 변환(translation)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국선 인터페이스부만을 갖는 교환기(예: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의 VoIP 통신을 지원

하는 VoIP 게이트웨이 및 그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국선 인터페이스부, 내선 인터페이스부,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

리부를 구비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외부의 명령에 응답하여 탄뎀모드 혹은 독립모드

를 설정하며, 상기 탄뎀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

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며, 상기

독립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고, 아웃

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액세스 코드, 인서트(insert) 디지트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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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의 개략적인 구성은 전술한 도 1과 같다. 단, 제어부(53)가 국선 인터페이

스부(51), 내선 인터페이스부(52) 및 VoIP처리부(54)를 제어하는 구체적인 동작은 상이하며, 이는 본 발명의 핵심이

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는 공지의 탄뎀[trunk and ENM(ear and mouth): tandem]모드로서 사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모드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두 모드중 어느 하나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두 

모드는 외부의 명령(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여 설정된다. 상기 독립모드는 FXO만을 갖는 레거시 PBX나 키폰시스템

의 VoIP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혹은 레거시 PBX)을 이용하는 VoIP 네트워크의 제1구성 예

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FXO(42)만을 갖는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이하 키폰시스템으로 쓴다.)(KP1)은 상기 FXO(4

2)가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S(52c)와 연결된다. 이는 통상적인 VoIP 게이트웨이 연결 방식과 상이하다. 그러

므로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 전화기(TEL2)에서 발생한 호를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S(52c)로 

이동시켜 상기 키폰시스템(KP1)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상기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가 제2영역에 있

는 VoIP 게이트웨이(VGd)와 다른 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제2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d)는 탄뎀모드

로 설정하고,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는 독립(standalone)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탄뎀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VoIP 처리부에서 FXO로 전송되고(E1/T1 혹은 EM), 아웃고잉 호는 FXS에서 VoIP 처리

부로 전송된다. 반면에, 독립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VoIP 처리부에서 FXS로 전송되고 아웃고잉 호는 FXS에서 VoIP 

처리부로 전송된다.

구체적으로,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 전화기(TEL2)에서 호 셋업을 시도하면, 레거시 PBX의 FXO(62)를 통하여 VoIP

게이트웨이(VGd)의 FXS(52d)로 호가 연결된다. 이후에 VoIP 호로 변환되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1영역에 있는 VoI

P 게이트웨이(VGc)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는 독립모드이다.

상기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는 인커밍 VoIP 호를 FXS(52c)로 전송하여 키폰시스템(KP1)의 FXO(4

2)로 넘겨주어 제1영역과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 들(TEL1, TEL2) 사이의 VoIP 호 셋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인커밍 VoIP 호를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S(52c)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FXS의 지정된 

번호(해당 내선번호)로 착신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제2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d)에서 제1영역에 있는 VoI

P 게이트웨이(VGc)의 FXS(52c)로의 호 전송을 위한 디지트 변환(translation)을 한다. 이는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

이트웨이(VGc)의 특정한 FXS 번호와 실질적인 키폰시스템(KP1)의 가입자 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의 모드 설정 흐름도이다.

제어부(53c)는 전원이 켜지거나 재부팅이 실시되면 초기화 작업을 실시한 후, 4a단계 ∼ 4c단계와 같이 카드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여 탄뎀모드 혹은 독립모드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4a단계에서 FXS의 존재 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만일 FXS가 존재하면 4b단계에서 FXO의 존재 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만일 FXO가 존재하면 4d단계에서 탄뎀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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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상기 4b단계에서 FXO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4c단계에서 E1/T1/PRI의 존재 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만일 E1/T1/PRI가 존재하면 4d단계에서 탄뎀모드를 설정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4e단계에서 독립모드를 설정

한다.

도 3에 나타낸 VoIP 게이트웨이(VGc)의 경우를 예로 들면, 키폰시스템(KP1)이 FXO(42)만을 가지므로 FXS(52c)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FXO나 E1/T1/PRI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드 설정 단계에서 독립모드로 설정되게 된다.

반면에, VoIP 게이트웨이(VGd)의 경우는, 레거시 PBX가 FXS 및 FXO(61, 62) 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VoIP 게이트

웨이(VGd) 역시 FXO와 FXS(51d, 52d)를 모두 실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드 설정 단계에서 탄뎀모드로 설

정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VoIP 게이트웨이의 동작 제어 흐름도이다.

먼저 VoIP 게이트웨이가 독립모드로 설정되어 사용될 때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도 3의 VoIP 게이트웨이(VGc)가 수행하는 동작이라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인커밍 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5a단계 

→5b단계 →5c단계 →5e단계 →5f단계의 순서로 동작하게 된다.

임의의 호가 발생하면 5a단계에서 VoIP 게이트웨이(VGc)의 제어부(53c)는 이를 감지한다. 그리고 5b단계에서 상기 

제어부(53c)는 상기 발생된 호가 인커밍 호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기 인커밍 호는 상대

편 가입자 전화기(TEL2)로부터 발신되어 PSTN과 레거시 PBX 및 VoIP 게이트웨이(VGd)의 VoIP(54d)를 거쳐 수신

되는 것이다.

상기 체크결과 인커밍 호이면 5c단계에서 상기 제어부(53c)는 상기 VoIP 게이트웨이(VGc)가 탄뎀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상기 체크결과 탄뎀모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5e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VoIP 게이트웨이

(VGc)가 독립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상기 체크결과 독립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5f단계로 진행하

여 상기 제어부(53c)는 VoIP처리부(54c)를 통해 수신한 호를 FXS(52c)로 전송한다. 상기 FXS(52c)로 출력되는 호

는 키폰(KP1)의 FXO(42)를 통해 키폰전화기(KTS)에 전달된다.

아웃고잉 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5a단계 →5b단계 →5g단계의 순서로 동작 하게 된다. 상기 5b단계에서 인커밍 호

가 아니면 키폰(KP1)에서 FXS(52c)를 통해 전송되는 아웃고잉 호이므로, 5g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어부(53c)는 상

기 아웃고잉 호를 VoIP처리부(54c)를 통해 인터넷 망으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VoIP 게이트웨이가 탄뎀모드로 설정되어 사용될 때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는 공지된 것으로, 

전술한 도 2의 두 VoIP 게이트웨이(VGa, VGb) 혹은 도 3의 VoIP 게이트웨이(VGd)가 해당된다.

인커밍 호의 경우는 5a단계 →5b단계 →5c단계 →5d단계의 순서로 동작하게 되고, 아웃고잉 호의 경우는 상기한 독

립모드일 때와 마찬가지로 5a단계 →5b단계 →5g단계의 순서로 동작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VoIP 라우팅 테이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전술한 도 3의 VoIP 네트워크에서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혹은 레거시 PBX)(KP1)에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V

Gc)의 FXS(52c)로의 호 착신을 위해서 디지트를 바꾸는 데 필요한 VoIP 라우팅 테이블(routing table)이다.

후술하는 도 7에 따르면, 한 영역(게이트웨이)에 속하는 가입자의 수는 8이고, 이들은 각각 201∼208중 하나의 내선

번호를 갖는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내선번호를 갖지만, 각 가입자가 속하는 영역은 IP 테이블로 구분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영역에 있는 가입자들(1100∼1199)의 IP 테이블은 모두 1로, 실제 어드레스는 168.219.79.140이

다. 제3영역에 있는 가입자들(1000∼1099)의 IP 테이블은 모두 0으로, 실제 어드레스는 168.219.80.100이다.

도 7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혹은 레거시 PBX)을 이용하는 VoIP 네트워크의 제2구성 예

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FXO만을 갖는 키폰시스템들(KP_1, KP_2)은 각각 독립모드인 VoIP 게이트웨이(VGc, VGe)에 

연결되어 있다.

만일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TEL2)가 제1영역에 있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

기 제1영역에 있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는 1100, 1101, ... , 1199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키폰시스템(KP_1)이 FXO(4

2_1)만을 갖고 있으므로 상기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S(52c)와 인터페이스를 해야 한다. 그러

므로 인커밍 VoIP 호를 상기 제1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O(51c)로 바이패스 하지 않고, FXS(52c)

로 착신시키기 위해 상기 VoIP 게이트웨이(VGc)를 독립모드로 변환한다.

도 6에 따르면, 상기 독립모드에서 동작하는 VoIP 게이트웨이(VGc)의 FXS 번호는 201, 202, ..., 208(8포트 FXS인 

경우)이므로 VoIP 게이트웨이(VGc)에서 호를 FXS(52c)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2영역의 가입자 전화기(TEL2)에서 

보낸 전화번호(디지트)를 상기 FXS 번호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2영역의 VoIP 게이트웨이

(VGd)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출측에서 받은 전화번호(1100, 1101, ... , 1199)를 FXS(52c)의 내선번호들(20

1, 202, ... , 208)중 해당하는 것으로 변환한다.

이와 같이 제2영역을 헤드쿼터(headquarter)로 제1영역 및 제3영역을 브랜치(branch)로 둔 사무실(office)의 경우에

상기 제1영역과 제3영역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게 되면, 상기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가 상기 제

1 영역이나 제3영역에 있는 가입자에게 호 셋업(call setup)을 하려고 할 때, 상기 제2영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

에서 VoIP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여 도 6과 같이 각 액세스 코드에 따라서 E.164를 IP 어드레스로 효율적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도 6에서 제3영역 혹은 제1영역에 있는 가입자가 제2영역에 있는 가입자에게 호 셋업을 하려고 할 때 상기 제2영역

에 있는 가입자(TEL2)의 경우는 VoIP 게이트웨이(VGd)가 FXO(61)와 FXS(62)를 모두 갖는 레거시 PBX에 연결되

어 있는 바, 상기 VoIP 게이트웨이(VGd)가 탄뎀모드로 동작하여 디지트 변환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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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VoIP 게이트웨이를 필요에 따라 탄뎀모드 혹은 독립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구현이 용이하다. 즉, FXO만을 지원하는 레거시 PBX 혹은 키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V

oIP 게이트웨이의 모드를 독립모드로 설정하면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FXS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국선 인터페이스부, 내선 인터페이스부,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구비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

토콜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외부의 명령에 응답하여 탄뎀모드 혹은 독립모드를 설정하며,

상기 탄뎀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며,

상기 독립모드에서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도록 제어함을 특징

으로 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는 호출측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트를 상기 내선번호로 변환하기 위한 라우

팅 테이블을 가지며, 상기 라우팅 테이블은 적어도 접속 코드 정보와 삽입 디지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청구항 3.
국선 인터페이스부, 내선 인터페이스부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구비한 제1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

로토콜 게이트웨이가 교환기에 연결되어 인터넷망을 통해 제2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게이트웨이가,

호 발생을 감지하는 제1과정과,

상기 발생된 호가 인커밍 호인지 아니면 아웃고잉 호인지 체크하는 제2과정과,

상기 체크결과 인커밍 호이면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가 독립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제3과정과,

상기 체크결과 독립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통해 상기 제2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한 호를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아웃고잉 호이면 상기 아웃고잉 호를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통해 상기 제2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제5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에서 상기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출력되는 인커밍 호는 상기 교 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로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가 탄뎀모드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보이

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통해 상기 제2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한 인커밍 호

를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로 전송하는 제5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국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출력되는 인커밍 호가 상기 교환기의 내선 인터페이스부로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국선 인터페이스부를 가지는 제1교환기와,

국선 인터페이스부 및 내선 인터페이스부를 가지는 제2교환기와,

독립모드로 설정되며, 내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1교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어 통신하는 제1보이스 오

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탄뎀모드로 설정되며, 국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2교환기의 내선 인터페이 스부에 연결되고 내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2교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어 통신하는 제2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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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인터넷 망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교환기는 키폰시스템이고 상기 제2교환기는 레거시 사설교환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

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는 호출측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트를 내선번호로 변환하기 위한 라

우팅 테이블을 가지며, 상기 라우팅 테이블은 적어도 접속 코드 정보와 삽입 디지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10.
국선 인터페이스부를 가지는 제1 및 제3교환기와,

국선 인터페이스부 및 내선 인터페이스부를 가지는 제2교환기와,

독립모드로 설정되며, 내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1교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어 통신하는 제1보이스 오

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독립모드로 설정되며, 내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3교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어 통신하는 제3보이스 오

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탄뎀모드로 설정되며, 국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2교환기의 내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고 내선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제2교환기의 국선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되어 통신하는 제2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상기 제1, 제2, 그리고 제3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인터넷 망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교환기는 키폰시스템이고 상기 제2교환기는 레거시 사설교환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

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는 호출측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트를 내선번호로 변환하기 위한 라

우팅 테이블을 가지며, 상기 라우팅 테이블 은 상기 제1 및 제3교환기에 등록된 가입자들의 접속 코드 정보와 삽입 디

지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스템.

청구항 13.
국선 인터페이스부, 내선 인터페이스부,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를 구비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

토콜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전원이 켜지거나 재부팅이 실시되면 초기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실장된 카드를 체크하여 국선인터페이스 카드는 없고 

내선인터페이스 카드만 있으면 독립모드로 설정하고,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내선인터페이스 카드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

기 내선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내선인터페이스 카드와 국선인터페이스 카드가 모두 있거나 E1/T1/PRI가 존재할 경우 탄뎀모드로 설정하고,

인커밍 호는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상기 국선인터페 이스 카드로 전송하고, 아웃고잉 호는 

상기 내선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부로 전송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

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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