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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이오아이피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

를 전송하고,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

함으로써, 사용자가 통화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가 저

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하나 이상의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나 콜 센터에 요

청하지 않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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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단말에 있어서,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

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

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는,

VoIP 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의 전화번호, VoIP 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과 착신단말

간의 통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

콜 단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과 VoIP 단말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어플리

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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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를 발생하여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위치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위치등

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상기 임의

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정보 요청부;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및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

보를 갱신하고,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로 전송하는 업데이트부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7.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토토콜(VoIP) 단말에 있어서,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를 발생하여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VoIP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정보 요청부; 와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를 포함하

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는,

VoIP 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의 전화번호, VoIP 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과 착신단말

간의 통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

콜 단말.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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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과 VoIP 단말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어플리

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요청부는,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

신하고,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

말로 전송하는 업데이트부를 더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

청구항 13.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시스템에 있어서,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에 단말정보를 포함시켜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

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

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 과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등록을 하고, 상기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파악하고, 파악된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정보를 위치등록 완료메

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는,

단말의 전화번호, 단말의 IP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

청구항 15.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

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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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는,

VoIP 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의 전화번호, VoIP 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과 착신단말

간의 통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

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착신단말과 VoIP 단말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어플리

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 메시지의 전송은 멀티캐스트

패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

보를 갱신하는 단계; 와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

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의 정보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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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하나 이상의 단말과 서버를 포함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에 단말정보를 포함시켜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등록을 하고, 상

기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파악하고, 상기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정보를 위치등록 완

료메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단말이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임의의 착신단말정보

에 대한 제공요청이 있으면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는,

단말의 전화번호, 단말의 IP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단말이 자신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단말이 자신의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단말정보를 자신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

로 전송하는 단계; 및

임의의 착신단말로의 통화요청에 따라 단말이 상기 임의의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착신단말로 통화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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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VoIP는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들을 위한 인터넷 전화기술을 지칭하고, 공중전화교

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처럼 회선에 근거한 프로토콜과 달리 불연속적인 패킷들 내에 디지털 형태로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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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VoIP 네트워크는 기존 IP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해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화 사용자들이 시내전화

요금만으로 인터넷, 인트라넷 환경에서 시외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oIP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호(call)의 접속과 해제 등을 위해 시그널링(signalling)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VoI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시그널링 프로토콜(signalling protocol)에는 H.323,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등이 있다.

현재까지 VoIP 네트워크에서 VoIP 서비스 기술들은 H.323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VoIP 서비스 기술들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텍스트 기반(text-based)이어서 구현이 용이한 SIP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SIP는 단말간 또는 사용자들간 세션(session) 설정(setup) 및 그 제어를 위한 것으로, 간단한 텍스트(text) 기반의 어플리

케이션 계층 프로토콜로서, 한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함께 세션을 만들고(create), 수정하고(modify), 종료(terminate)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회의(multimedia conference), 전화통화,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SIP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MMUSIC(Multi-party Multimedia Session Control) 작업

그룹에서 개발된 것으로, 1993년 3월에 발표되어 그 표준안이 'RFC(Request For Comments) 3261'에 설명되어 있다.

SIP는 클라이언트(client)-서버(server) 기반의 요구(request)/응답(response) 방식의 프로토콜이다. 요구메시지는

INVITE, ACK, BYE, CANCEL, REGISTER, OPTION의 메쏘드(method)로 구성되며, 응답메시지는 1xx, 2xx, 3xx,

4xx, 5xx, 6xx 등의 상태코드(status code)로 표시된다.

SIP 기반의 VoIP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유저 에이전트(User Agent;이하, "단말"이라 칭함), SIP 서버, 레지스트라 서버

(Registrar server), 로케이션 서버(Location server)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SIP 서버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와 리다이렉트 서버(Redirect server)로 구성된다.

리다이렉트 서버는 발신 단말로부터 임의의 착신 단말과의 통화 연결을 위한 호 연결요청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착신 단

말과 연결을 위한 서버주소를 발신단말에 제공함으로써, 발신단말이 직접 해당 서버에 호 연결요청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리다이렉트 서버는 발신단말에 요청에 대한 응답만을 하고, 호 연결요청메시지를 포워딩(forwarding) 하지 않는다.

프록시 서버는 발신 단말로부터 임의의 착신 단말과의 통화 연결을 위한 호 연결요청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착신 단말의

위치정보를 로케이션 서버에 문의하고, 로케이션 서버에서 제공된 착신 단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에 호 연결

요청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프록시 서버는 착신 단말로부터 호 연결요청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해당 응답메시지를 발신 단말

로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발신 단말과 착신 단말간에 호가 설정된다.

한편, 레지스트라 서버는 단말의 위치등록 요청에 따라 단말의 현재 위치정보, 즉 단말의 IP 어드레스와 단말의 전화번호

를 매핑(mapping)시켜 로케이션 서버에 저장한다.

이러한 SIP 기반의 VoIP 네트워크에서 발신 단말의 사용자는 임의의 착신 단말의 사용자와 통화하고자 하는 경우, 발신단

말에 착신단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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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단말의 사용자는 착신단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착신 단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하나 이상

의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서 검색하거나 착신 단말의 전화번호를 콜 센터에 요청하여 검색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 이상의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는 로케이션 서버와는 달리, 발신단말의 사용자로부터 착신 단

말의 전화번호 검색요청에 따라 해당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발신단말에 제공하는 서버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발신단말의 사용자가 통화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하나

이상의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나 콜 센터에 요청하지 않고 검색하는 VoIP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단말은,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

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

지를 전송하고,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

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한

다.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는, VoIP 단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의 전화번호, VoIP 단말의 IP 주소, 착신단

말의 사용자 이름, VoIP 단말과 착신단말간의 통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

나를 포함한다.

상기 임의의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는, 착신단말의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의 전화번호, 착신단말의 IP 주소, 착

신단말과 VoIP 단말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 메시지를 멀티

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를 발생하여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위치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

타내는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

에 따라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정

보 요청부;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

는 통신부; 및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

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

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로 전송하는 업데이트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토토콜(VoIP) 단말은, VoIP 통신을 위한 위

치등록 메시지를 발생하여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VoIP 단말이 속한 멀

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

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정보 요청부; 와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 요청부는,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 메시지를 멀티캐

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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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은,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

신을 위한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 변경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로 전송하는 업데이트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시스템은, VoIP 통신을 위한 위

치등록 메시지에 단말정보를 포함시켜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

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 과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등록을 하고, 상기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파악하고, 파악

된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정보를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는, 단말의 전화번호, 단말의 IP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반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은,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

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와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정보관리방법은,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VoIP 통신을 위한 단말

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와 상기 VoIP 단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

된 VoIP 단말정보를 상기 임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단말과 서버를 포함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

콜(VoIP)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은, 단말이 VoIP 통신을 위한 위치등록 메시지에 단말정보를 포함시켜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등록을 하

고, 상기 단말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파악하고, 상기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정보를 위치등

록 완료메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단말이 서버로부터 수신된 위치등록 완료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이 속

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의 요청에 따라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

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정보관리방법은, 단말이 상기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

터 VoIP 통신을 위한 자신의 단말정보의 갱신요청에 따라 해당 단말에 대한 단말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단말이 자신의 단

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단말정보를 상기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임의의 착신단말과의 통화요청에 따라 단말이 상기 임의의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착신단말로 통화 요청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VoIP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비록 다른 도면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VoIP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네트워크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 액세스 포인트

(100, 150), 라우터(200), 레지스트라 서버(210) 및 로케이션 서버(220)를 포함한다.

IP 네트워크에는 라우터(200), 레지스트라 서버(210) 및 로케이션 서버(220)등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

(100, 150)는 라우터(200)를 통해 IP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초기 구동 시에 위치등록을 위해 REGISTER 메시지를 발생하여 레지

스트라 서버(210)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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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메시지에는 단말의 IP 어드레스, 단말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레지스트라 서버(210)는 하나 이상의 단말이 속해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주소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부터 REGISTER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REGISTER 메시지에 포함된 IP 어드레스와 전화번호를

매핑(mapping)시켜 로케이션 서버(220)에 저장한다.

여기서,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한 멀티캐스트

그룹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단말(102, 104, 106)은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 멀티캐스트 그룹 A로 설정될 수 있고, 단말(152, 154, 156)은 네트워

크 관리자에 의해 멀티캐스트 그룹 B로 설정될 수 있다. 멀티캐스트 그룹 A는 원격회의를 위한 그룹일 수 있고, 멀티캐스

트 그룹 B는 원격강의를 듣기 위한 그룹일 수 있다.

도 1에는 멀티캐스트 그룹 A에 속한 단말들은 액세스 포인트(100)의 서비스 영역(service coverage)(120) 내에 있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액세스 포인트(150)의 서비스 영역(170)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 그룹 B에

속한 단말들은 액세스 포인트(150)의 서비스 영역(170) 내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액세스 포인트(100)의 서비스

영역(120)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이후, 레지스트라 서버(210)는 단말의 위치등록이 완료된 경우, 해당 단말이 속해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를 200

OK 메시지에 포함시켜 위치등록을 요청한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는 레지스트라 서버(210)

또는 로케이션 서버(220)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200 OK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

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를 저장하고,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Join)하기 위해 조인 메

시지(Join message)에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 및 자신의 IP 주소를 포함시켜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한편,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그룹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탈퇴 메시지(Leave message)에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 및 자신의 IP 주소를 포함시켜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이에, 라우터(200)는 하나 이상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목록을 생성하거나 갱신함으로써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

한다.

즉, 라우터(200)는 IGMP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부터 수신된 조인 메시지 또는

탈퇴 메시지에 따라 멀티캐스트 그룹주소를 생성하거나 갱신함으로써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한다.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와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의 IP

주소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라우터(200)로부터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인

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과 멀티캐스트 패킷 또는 유니캐스트 패킷을 송수신

한다.

즉,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VoIP 통신을 위한 자신의 단말 사용

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VoIP 통신을 위한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각각 변경된 단말 사용

자 정보 또는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 사용자 정보는 단말 사용자의 이름, 단말의 전화번호, 단말의 IP 주소 등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에서 라우터(200)로 전송되는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이고,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 단말의 IP 주소이다. 그리고, 단말

사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단말 사용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단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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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라우터(200)는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 멀티캐스

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와 상응하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 IP 주소의 수만큼 멀티캐스

트 패킷을 복사하여 하나 이상의 단말로 멀티캐스트 한다.

한편,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된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

해당 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고, 해당 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경우에 기존 단말 사용자 정보를

변경된 단말 사용자 정보로 갱신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임의의 발신단말에서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발신단말에

의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가 포함된 경우,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

를 검사하여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라우터(200)를 통해 발신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의 출발지 주소는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의 IP 주소이고, 목적지 주소는 발신단말의 IP 주소이다.

한편,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라우터(200)로부터 수신된 유니캐스트 패킷에 하나 이상의 단

말(102, 104, 106, 152, 154, 156)이 요청한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한다.

이후,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은 사용자로부터 통화하고자 하는 착신단말의 선택이 있는 경우,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착신단말의 IP 어드레스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착신단말은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52, 154, 156)로부터 수신된 INVITE 메시지에 응답하여 180 Ringing 메

시지를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52, 154, 156)로 전송한다.

이후, 착신단말은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52, 154, 156)로부터 설정된 시간 내에 PRACK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200 OK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52, 154, 156)에 전송한다. 여기서, PRACK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단말

(102, 104, 152, 154, 156)의 180 Ringing 메시지의 수신을 알리고, 착신단말의 180 Ringing 메시지의 계속적인 재전송

을 중단시키기 위한 메시지이다.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52, 154, 156)은 200 OK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ACK 메시지를 발생하여 착신단말로 전

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과 착신단말간에 호가 설립되는 것이다. 즉, 하

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의 사용자와 착신단말의 사용자는 설립된 호를 통하여 서로간에 통화를 하

게 되는 것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단말의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은 키 입력부(250), 디스플레이부(252), 제어부(254), 저장부(256) 및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58)를 포함한다.

키 입력부(250)는 사용자 정보 변경키, 통화 키 등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키를 구비하며, 키 선택에 따른 키 선택신호를 발

생하여 제어부(254)에 제공한다.

제어부(254)는 단말이 초기 구동된 경우에 위치등록을 위해 REGISTER 메시지를 발생하여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58)를 통해 레지스트라 서버(210)에 전송한다.

여기서, 도 2에 도시된 단말은 무선네트워크에 접속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와 달리,

도 2에 도시된 단말이 유선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경우에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REGISTER 메시지에는 단말의 IP 어드레스, 단말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어부(252)는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58)를 통하여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200 OK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를 저장부(256)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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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252)는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에 상응하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Join)

하는 경우, 조인 메시지(Join message)에 자신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 및 자신의 IP 주소를 포함시켜 무선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258)를 통해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한편, 제어부(254)는 레지스트라 서버(21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에 상응하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부

터 탈퇴하는 경우, 탈퇴 메시지(Leave message)에 자신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 및 자신의 IP 주소를 포함시켜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58)를 통해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제어부(254)는 라우터(200)로부터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인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멀티캐스

트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단말과 멀티캐스트 패킷 또는 유니캐스트 패킷을 송수신한다.

즉, 제어부(254)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VoIP 통신을 위한 단말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 변경키

에 상응하는 키 선택신호가 수신된 경우에 디스플레이부(252)를 통하여 단말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제어부(254)는 키 입력부(250)를 통하여 단말 사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말 사용자 정보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물론, 제어부(254)는 변경된 단말 사용자 정보를 저장부(256)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어부(254)는 VoIP 통신을 위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

부(256)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고,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부(256)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디스플

레이부(252)를 통해 디스플레이 한다.

반면, 제어부(254)는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부(256)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

에 대한 요청정보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라우터(200)에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 사용자 정보는 단말 사용자의 이름, 단말의 전화번호, 단말의 IP 주소 등을 포함한다. 라우터(200)로 전송되

는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이고,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 단말의 IP 주소이다. 그리고, 단말 사용자 정보의 변경은 단말 사용자의 이름이 변

경된 경우, 단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한편, 제어부(254)는 라우터(200)로부터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된 유니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저장부(256)에 저장하고,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디스플레이부(252)를 통해 디스플레이 한다.

반면, 제어부(254)는 라우터(200)로부터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착신단

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를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레지스트라 서버(210)에 전송한다.

그리고, 제어부(254)는 임의의 발신단말로부터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발신단말이 VoIP 통신을 하고자 하는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부(256)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제어부(254)는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부(256)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

보를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라우터(200)를 통해 발신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발신단말이 요청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의 출발지 주소는 제어부(254)가 포함된 단말

의 IP 주소이고, 목적지 주소는 발신단말의 IP 주소이다.

이후, 제어부(254)는 키 입력부(25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통화하고자 하는 착신단말의 선택이 있은 후 통화키에 상응하

는 키 선택신호가 입력된 경우,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착신단말의 IP 어드레스로 INVITE 메시지를 무선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258)를 통해 전송한다.

제어부(254)는 착신단말로부터 180 Ringing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PRACK 메시지를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58)

를 통해 전송하고, 착신단말로부터 수신된 200 OK 메시지에 응답하여 ACK 메시지를 발생하여 착신단말로 전송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착신단말과의 호가 설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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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에 도시된 레지스트라 서버의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라 서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0), 제어부(302) 및 저장부(304)를 포함한다.

저장부(304)는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주소정보 각각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단말의 IP 주소들을 저장하

고 있다.

제어부(3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0)를 통해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부터 위치등록 위한 REGISTER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REGISTER 메시지에 포함된 IP 어드레스와 전화번호를 매핑(mapping)시켜 로케이션 서버(220)에

저장한다.

제어부(302)는 단말의 위치등록이 완료된 경우, 위치등록을 요청한 단말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이 속한 멀티캐

스트 그룹주소 정보를 저장부(304)를 통해 파악하고, 파악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를 200 OK 메시지에 포함시켜 위

치등록을 요청한 단말로 전송한다.

한편, 제어부(302)는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부터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

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로케이션 서버에서 파악하여 유니캐스트 패

킷에 포함시켜 하나 이상의 단말(102, 104, 106, 152, 154, 156)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에 대한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은 초기 구동된 경우(S400), 위치등록을 위해 REGISTER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접속된 레지

스트라 서버에 전송한다(S402).

여기서, REGISTER 메시지에는 단말의 IP 어드레스, 단말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말은 레지스트라 서버에 의해 위치등록이 완료된 후 레지스트라 서버로부터 수신된 200 OK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

트 그룹주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S404).

단말은 레지스트라 서버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Join)하기 위해 조인 메시지(Join message)에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정보 및 자신의 IP 주소를 포함시켜 네트워크에 전송한다(S406).

단말은 네트워크로부터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인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VoIP 통신을 위한 착

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제공요청이 있는가를 검사한다(S408).

단말은 VoIP 통신을 위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가를 검사한다(S410).

단말은 VoIP 통신을 위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

한 요청정보를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네트워크에 전송한다(S412). 여기서, 네트워크에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이고, 출발지 주소는 단말의 IP 주소이다.

이러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는 단말 사용자 이름, 단말 전화번호, 단말의 IP 주소, VoIP 통신을 위한 어

플리케이션 포트번호, 착신단말 사용자 이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예시가 도 6a에 도시되어 있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는 단말 사용

자 이름(A), 단말 전화번호(2000), 단말 IP 주소(192.168.1.2), VoIP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SIP을 나타내는 포트번

호(5060), 착신단말 사용자 이름(B)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단말은 네트워크로부터 착신단말 사용자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었는가를 검사한다(S414).

단말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유니캐스트 패킷에 착신단말 사용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S418), 해당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한다(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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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는 착신단말 사용자 이름, 착신단말 전화

번호, 착신단말 IP 주소, VoIP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포트번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예시가 도 6b에 도시되어 있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는 착신단말 사용자 이름(B), 착신단말 전화번호(1000), 착신단말 IP 주소(192.168.1.9), VoIP 통신

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SIP를 나타내는 포트번호(5060)를 포함한다.

이후, 단말은 임의의 착신단말에 대한 통화 요청이 있는가를 검사하고(S422), 통화 요청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착신단말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착신단말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은 착신단말로부터 180 Ringing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PRACK 메시지를 착신단말로 전송하고, 착신단말로부터 수

신된 200 OK 메시지에 응답하여 ACK 메시지를 발생하여 착신단말로 전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착신단말과의 호가 설립

되어 서로간에 통화를 하게 된다(S424).

한편, 단말은 S414 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유니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착신

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를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레지스트라 서버에 전송한다(S416).

여기서, 레지스트라 서버에 전송되는 유니캐스트 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레지스트라 서버의 IP 주소이고, 출발지 주소는 단

말의 IP 주소이다.

단말은 S410단계에서 요청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경우, 해당 착신단말로의 통화요청이 있는

가를 검사한다(S422). 통화 요청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착신단말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착신단말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은 착신단말로부터 180 Ringing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PRACK 메시지를 착신단말로 전송하고, 착신단말로부터 수

신된 200 OK 메시지에 응답하여 ACK 메시지를 발생하여 착신단말로 전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착신단말과의 호가 설립

되어 서로간에 통화를 하게 된다(S424).

한편, 단말은 S408 단계에서 VoIP 통신을 위한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신의 단말 사용자 정보의 변

경요청이 있는가를 검사한다(S426).

단말은 자신의 단말 사용자 정보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단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한다. 단말은 변경하고자 하는 단말 사용자 정보가 입력된 경우, 해당 변경된 단말 사용자 정보를 멀티캐

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네트워크로 전송한다(S428). 여기서, 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멀티캐스트 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이고, 출발지 주소는 단말의 IP 주소이다.

반면, 단말은 S426단계에서 자신의 단말 사용자 정보의 변경요청이 없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임의의 발신단말로부터

변경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었는가를 검사한다(S430).

단말은 네트워크를 통해 임의의 발신단말로부터 변경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수신된 경우, 해당 사용자 정보와 상응하

는 단말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S432). 여기서, 변경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와 상응

하는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저장 여부의 검사는 발신단말 사용자 이름의 일치 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말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와 상응하는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변경된 발신단말 사용자 정보로 갱신한다(S43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라 서버의 정보관리방법에 대한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라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임의의 단말로부터 위치등록 위한 REGISTER 메시지가 수

신된 경우(S500), REGISTER 메시지에 포함된 IP 어드레스와 전화번호를 매핑(mapping)시켜 로케이션 서버에 저장함으

로써 해당 단말의 위치등록을 한다(S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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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레지스트라 서버는 위치등록을 요청한 단말의 위치 등록이 완료된 경우, 200 OK 메시지에 위치등록을 요청한 단말

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정보를 포함시켜 네트워크로 전송한다(S504). 여기서, 멀티캐스트 그룹주소 정보는 레지스

트라 서버 또는 로케이션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레지스트라 서버는 네트워크로부터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요청메시지가 수신되었는가를 검사한다(S506). 여기

서, 네트워크로부터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요청메시지는 유니캐스트 패킷으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지스트라 서버는 네트워크로부터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의 요청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임의의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유니캐스트 패킷에 포함시켜 네트워크로 전송한다(S508).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VoIP 단말 및 그 단말의 정보관리방법에 따르면, 통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정보

의 요청에 따라 단말이 속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로 상기 착신단말정보의 제공요청메시지를 전송

하고,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단말로부터 수신된 착신단말정보를 이용하여 착신단말과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통화하고자 하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임의의 착신단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

우, 해당 착신단말의 전화번호를 하나 이상의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나 콜 센터에 요청하지 않고 검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VoIP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단말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레지스트라 서버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정보 관리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라 서버의 정보 관리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6a는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 6b는 착신단말 사용자 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50 : 키 입력부 252 : 디스플레이부

254 : 제어부 256 : 저장부

258 :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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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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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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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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