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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게이트웨이의 구성을 더 복잡하게 하지 않고서도 IP를 통한 V.34 팩스 릴레이 통신("FoIP")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게이트

웨이는 모든 유형의 팩스 제어 신호를 복조된 형태로 중계하고, 팩스 이미지 유형 신호를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복조 신

호 또는 PCM 인코딩 신호로서 전송한다. PCM 데이터 유형은 팩스 발신의 완료시까지 FoIP 동작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도 PCM 인코딩 팩스 이미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FoIP 프로토콜에 추가된다. FoIP 발신 동안, 통신하고 있는 게이

트웨이는 입력 팩스 신호가 '팩스 제어 신호'인지 아니면 '팩스 이미지 유형 신호'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게이트웨이에 의

해 입력 신호가 팩스 제어 신호이거나 지원되는 팩스 이미지 신호인 것으로 판정되면, 게이트웨이는 그 입력 신호를 통상

적인 팩스 중계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게이트웨이에 의해 입력 팩스 이미지 유형 신호가 복조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

되면, 게이트웨이는 그 팩스 신호를 복조하지 않고 PCM 인코딩 신호로서 IP 네트워크에 출력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게이트웨이에서 IP 네트워크로의 팩스 발신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유형의 신호와 제2 유형의 신호를 구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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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유형에 속하는 신호는 상기 게이트웨이에서 복조된 후에 상기 게이트웨이에 의해 상기 IP 네트워크로 전송되며,

상기 제2 유형의 신호는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복조된 후에 또는 PCM 인코딩된 후에 상기 게이트웨이에 의해 상기 IP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제어 신호'에 관련되며, 상기 제2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이미지 신호'

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유형의 신호가 복조된 후에 게이트웨이에 의해 중계되며, 상기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2 유형의 신호가 PCM 인코딩된 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조건은 복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기 게이트웨이에서의 연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또는 상기

게이트웨이가 통신하고 있는 팩스 기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 체계를 상기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팩스 제어 신호'는 {V.8 수정 응답 톤을 포함하는 응답 팩스 톤; V.21(FSK, 300bps); V.34 INFO(DPSK, 600bps);

V.34 제어 채널(QAM, 1200bps 또는 2400bps)}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팩스 이미지 신호'는 {V.27(Phase B 및 C); V.29(Phase B 및 C); V.17/V.33(Phase B 및 C); V.34 회선 검증

(Phase B); V.34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Phase B); V.34 1차 채널(Phase C)}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발신의 실시간 전달 방법.

청구항 7.

외부로 출력되는 팩스 오버 IP("FoIP") 신호를 게이트웨이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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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팩스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팩스 신호의 특성에 기초하여, 상기 팩스 신호를 제1 유형의 신호 또는 제2 유형의 신

호 중의 하나에 관련시키는 단계; 및

b) 상기 팩스 신호가 제1 유형의 신호에 관련되거나 또는 제2 유형의 신호에 관련된다면 상기 팩스 신호를 복조하고, 소정

의 조건에 기초하여, 그 결과의 FRP 패킷화된 데이터를 IP 네트워크에 출력하는 단계; 또는

c) 상기 팩스 신호를 PCM 인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그 결과의 FRP-PCM 패킷화된 데이터를 상기 IP 네

트워크에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제어 신호'에 관련되고, 상기 제2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이미지 신호'

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조건은 복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기 게이트웨이에서의 연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또는 상기

게이트웨이가 통신하고 있는 팩스 기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 체계를 상기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팩스 제어 신호'는 {V.8 수정 응답 톤을 포함하는 응답 팩스 톤; V.21(FSK, 300bps); V.34 INFO(DPSK, 600bps);

V.34 제어 채널(QAM, 1200bps 또는 2400bps)}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

간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팩스 이미지 신호'는 {V.27(Phase B 및 C); V.29(Phase B 및 C); V.17/V.33(Phase B 및 C); V.34 회선 검증

(Phase B); V.34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Phase B); V.34 1차 채널(Phase C)}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처리 방법.

청구항 12.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팩스 오버 IP("FoIP") 신호를 게이트웨이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수신된 상기 팩스 신호가 FRP-타입 데이터인지 아니면 FRP-PCM 타입 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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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팩스 신호가 FRP-타입 데이터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기 팩스 신호를 재변조하고, 그 결과의 신호를 목적 수

신지에 보내는 단계; 또는

c) 상기 팩스 신호가 FRP-PCM 타입 데이터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기 팩스 신호를 PCM-디코딩하고, 그 결과의 신

호를 상기 수신지에 보내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팩스 오버 IP 신호의 실시간 처리 방법.

청구항 13.

외부로 출력되는 팩스 신호를 IP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전에 그 팩스 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팩스 릴레이에 있어서,

a) 팩스 터미널 장치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b) 제1 유형의 신호와 제2 유형의 신호를 구별하고, 상기 팩스 신호를 상기 제1 유형의 신호 또는 상기 제2 유형의 신호 중

의 하나에 관련시키는 구별 수단;

c) 소정의 조건을 저장하고, 상기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저장 수단; 및

d) 각각 팩스 신호를 복조하고 팩스 신호를 PCM 인코딩하며, 해당 패킷을 상기 IP 네트워크에 출력하는 복조기 및 PCM

인코더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유형에 속하는 신호는 상기 팩스 릴레이에서 복조되기 전에 상기 팩스 릴레이에 의해 상기 상기 IP 네트워크에

중계되며, 상기 제2 유형의 신호는 상기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복조된 후 또는 PCM 인코딩된 후에 상기 팩스 릴레이에

의해 상기 IP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제어 신호'에 관련되고, 상기 제2 유형의 신호는 전반적으로 '팩스 이미지 신호'

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조건은 복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기 게이트웨이에서의 연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또는 상기

게이트웨이가 통신하고 있는 팩스 기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 체계를 상기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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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팩스 제어 신호'는 {V.8 수정 응답 톤을 포함하는 응답 팩스 톤; V.21(FSK, 300bps); V.34 INFO(DPSK, 600bps);

V.34 제어 채널(QAM, 1200bps 또는 2400bps)}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팩스 이미지 신호'는 {V.27(Phase B 및 C); V.29(Phase B 및 C); V.17/V.33(Phase B 및 C); V.34 회선 검증

(Phase B); V.34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Phase B); V.34 1차 채널(Phase C)}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임의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수신된 팩스 발신 신호에 관련되는 패킷을 상기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

상기 패킷을 버퍼링하는 버퍼;

인입 패킷이 지연되는 곳의 경우에, 각각의 팩스 터미널 장치 간의 접속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팩스 관련 신호를 국부적

으로 발생하는 로컬 신호/데이터 생성기;

각각 복조된 팩스 신호를 재변조하고 PCM 인코딩된 팩스 신호를 PCM 디코딩하는 재변조기 및 PCM 디코더; 및

상기 팩스 터미널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팩스 릴레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팩시밀리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팩스 오버 IP("FoIP") 통신으로

지칭되는 실시간 팩스 릴레이의 분야에 관한 것이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FoIP 시스템과의 통신에 사용된 신호 유형에 좌우

되는 실시간 팩스 릴레이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및 기타 유사한 분산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즉,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네트워크, 또는 간단히 'IP 네트워크')의

개발에 의해, 음성, 팩스 및 모뎀 발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IP-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 패킷 네트워크를 통한 팩스 발신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팩스 오버 IP("FoIP")이다.

팩스 릴레이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종단간(end-to-end)' 팩스 통신을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려되고 있

다. FoIP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은 ITU-T 권장안 T.38("Procedures for real-time Group 3 facsimile communication

over IP networks")에 기술되어 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ITU-T T.38은 정규의 G3 및 V.34 반이중("HDX") 팩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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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상이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패킷 포맷과 FoIP 발신 구축을 정의하는 규칙의 세트이다. "Voice over Frame Relay

Implementation Agreement FRF 11"에 다른 팩스 릴레이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토콜은 T.38에 비

해 사용상의 제한을 갖는다.

종래에, 팩스 기기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PSTN")을 통해 팩스 발신을 행하도록 설계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황

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팩스 발신이 관리되는 방식 및 이러한 팩스 발신이 PSTN 인프라스트럭쳐를 종단하는 방식은

ITU-T 권장안 T.30("Procedures for document facsimile transmission in general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정의되어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팩스 기기는 이러한 종단을 허용하기 위한 변조 체계를 채용한다. 그러나, FoIP 발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팩스 기기에 의해 출력된 신호가 IP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에 적합한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환은 한편으로는 팩스 터미널 또는 PSTN에 접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IP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대응 미디

어 게이트웨이(이후, "게이트웨이"로 지칭함)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통상적으로 도 1에 개략적으

로 도시된 바와 같이 팩스 발신, 음성 통신 및 모뎀 통신을 각각 가능하게 하는 '팩스 릴레이', 스피치 코더 및 음성 대역 데

이터("VDB") 경로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보이스-오버-IP('VoIP') 게이트웨이는 입력 및 출력 음성 대역 신호를 8㎑ 샘플링 레이트로 처리한다. 게이트

웨이는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해 아날로그 기기와 신호를 교환한다. 더 높은 샘플링 레이트도 허용될 수 있지만, 최대

64kbps의 비트 레이트를 기초로 하는 IP를 통한 전송을 기반으로 하는 펄스 코드 변조('PCM")를 위해, 신호는 8㎑의 샘플

링 레이트로 샘플링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입력 샘플은 표준 변조 체계에 따른 디지털 비트 스트림에 의해 변조된 사인

파형(반송파) 신호를 나타낸다. 비트 스트림을 변조함으로써 팩스 용량, 명령어, 응답, 이미지 비트맵, 전송된 이진 파일,

혼합된 래스터 컨텐트 등과 같은 여러 유용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팩스 게이트웨이의 용도는, 통신하고 있는 2개의 팩스 기기 간에 종단하는 신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들 팩스가 오류

경보없이 팩스 발신/세션을 완료할 수 있고 응답 팩스 기기가 게이트웨이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이 응답 팩스

기기에 전송된 이진 정보를 '인-메시지(In-Message)' 과정에 의해 추출하고 이 이진 정보를 원본 팩스가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팩스 릴레이 게이트웨이는 팩스 발신의 개시시부터 팩스 발신의 종료시까지 모든 유형의 팩스 신호를 검출,

복조 및 재변조한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적어도 일부의 팩스 신호를 중계할 수 없다면, IP를 통해 완전한 발신을 전

송하기 위해 VBD 방법을 이용한다. 'VBD 방법' 및 '팩스 릴레이'라는 표현에는 이들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요구된 바와

같은 대응 소프트웨어 툴, 하드웨어, 알고리즘,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포함된다.

'VBD'는 음성 대역 데이터 변조 신호를 최소 왜곡으로 건네주는 코덱을 이용하여 모뎀의 신호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례의 VBD 코덱으로는 G.711 A-law 및 G.711 μ-law 코덱이 있으며, 이들 코덱은 ITU-T

V.150.1("Procedures for the end-to-end connection of V-series DCEs over an IP Network") 및 ITI-T V.152

("Procedures for supporting Voice-Band Data over IP Networks") 표준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G.711 타입의

PCM 인코더는 비트 스트림을 64kbps의 레이트로 출력하는 반면, G.726 유형의 PCM 인코더는 비트 스트림을 40kbps의

레이트로 출력한다.

상업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FoIP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HDX 팩스 이미지 데이터 스트림을 144kbps

이하의 비트 레이트로 생성하고 HDX 팩스의 제어 신호를 300bps의 레이트로 향상시킬 수 있는 주로 정규의 그룹 3("G3")

팩스 기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다. 이들 신호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수신된 후, 팩스 릴레이에 의해 처리된다. 게이트웨이

에서 수행된 팩스 신호 변환은 팩스 릴레이 수신기에 의한 인입 샘플 신호의 복조, 팩스 릴레이 프로토콜('FRP')에 따른 복

조 데이터의 패킷화, 및 IP 네트워크에로의 FRP 패킷의 전송을 수반한다. 수신 게이트웨이는 팩스 릴레이 송신기를 포함

하며, 이 송신기의 기능은 패킷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FRP 패킷을, ITU-T 권장안 T.30에 G3-유형 팩스에 대해 정의되

어 있는 복조 체계에 따라, 재변조하는 것이다.

현재,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슈퍼-G3" 팩스 기기로서도 알려져있고 정규의 G3 팩스 기기에 비해 신호 흐름과 변조

체계가 더욱 진보된 V.34-타입 팩스 기기가 존재한다. 예컨대, 수퍼-G3 팩스 기기는 HDX 팩스 이미지를 33.6kbps(G3

팩스 기기에서는 14.4kbps) 정도의 높은 비트 레이트로 전송하고, 상이한 유형의 팩스 제어 신호를 전이중 방식(full

duplex)으로 300, 600 및 1200(2400)bps의 비트 레이트로 변경한다. T.38 Rec.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V.34 팩스 릴

레이의 전체 지원은 V.34 팩스 이미지를 처리하고 등화기 신호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수신/송신 게이트웨이측 상에서 요구

되는 현저한 연산 자원(considerable computational resource)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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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게이트웨이는 비교적 낮은 복잡도의 VBD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후자의 문제점을 방지한다. 이 게이트웨이는 VBD

'동작 모드'로 전환하고 인입하고 있는 V.34 타입 신호를 처리하여 음성 대역 모뎀 신호인 것처럼 전송(즉, IP 네트워크를

통해)함으로써, 즉 복조 없이 전송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한다. 그러나, 실제 IP 네트워크 조건 하에서 동작하는 한, 후자

의 해결방안은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즉, IP 네트워크는 가변적인 패킷 레이턴시,

다중-노드 패킷 처리 및 대역폭 제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후자의 해결방안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ⅰ) 게이트웨이에 의해 교환된 데이터 스트림은 7.2kbps 이상의 팩스 레이트에서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64kbps의 비트

레이트에서 전이중 방식이 되도록 요구된다;

ⅱ) 'VBD 경로'(즉, 게이트웨이에서의)는 잔여 에코 및 에코 상쇄 처리의 불완전성에 매우 민감하여, 비트 레이트의 '후퇴

(fallback)', 원본 팩스 이미지의 부정확한 재구성, 및 팩스 발신 장애를 초래는 경우가 있다;

ⅲ) VBD의 사용을 포함하는 종래의 해결방안은 패킷 레이턴시에 민감하다. IP 네트워크에서의 패킷의 장시간의 일정한

지연은 목적지 팩스 기기에서의 신호 충돌과, 팩스 세션의 장애 또는 중단을 초래할 것이다;

ⅳ) 'VBD 경로'는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지터(가변 지연)에 매우 민감하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력 대기열 버퍼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장시간의 일정한 지연, 팩스 신호의 가능한 충돌, 및 '타임아웃' 관련 비접속을 야기할 것이다;

ⅴ) 'VBD 경로' 해결방안은 패킷 손실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슈퍼-G3 팩스 터미널 장비가 관여되는 한, 종래의 게이트웨이는 적당하지 못한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VBD 방법에 비해 팩스 릴레이가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팩스 발신을 전달하기 위해 흔히 알

려져 있는 VBD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이용한 유형의 팩스 신호(즉, 제어 및 이미지 관련 신호)에 대해 신규 유형의 '

팩스 릴레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부로서, '팩스 제어 신호'에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제1 유형의 팩스 신호와 '팩스 이미지 신호'에 전반적으로 관

련되는 제2 유형의 팩스 신호를 구별함으로써, IP 네트워크를 통해 게이트웨이간에 팩스 발신을 전달하는 방법이 제공되

며,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모든 유형의 팩스 제어 신호를 복조된 형태로 중계하고, 팩스 이미지 유형 신호를 소정 조건에

기초하여 복조 신호 또는 PCM 인코딩 신호 중의 한 신호로서 조건부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팩스 이미지 신호를 복조된 형태로 중계하는 소정의 조건은, 예컨대 복조 처리를 수행하는데

요구된 게이트웨이에서의 연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또는 양측에 포함된 게이트웨이가 팩스 기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

체계를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될 것이다. 물론, 소정의 복조 조건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고려사항이 함께 고려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팩스 기기에 의해 현재 이용되는 변조 체계를 게이트웨이가 지원하지 못하거나, 복조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연산 자원을 게이트웨이가 갖지 못하는 경우, 게이트웨이는 해당 신호를 팩스 릴레이 동작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도 최소-왜곡 PCM 인코더(minimum-distortion PCM encoder)를 이용하여 반드시 그 상태 그대로 IP 네트워크에 포워

딩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IP 네트워크로부터 PCM-타입 데이터를 포함하는 FRP 스트림을 수신할 때, 이 게

이트웨이는 PCM-타입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출력 신호를 접속된 팩스 기기에 T.30 조건에 부합하여 전송할 수 있을 것이

다(게이트웨이의 재변조 기능에 추가됨).

본 발명의 일부로서, 외부로 출력되는 팩스 오버 IP("FoIP") 신호를 게이트웨이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되며, 상기 방법은,

a) 팩스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 특성에 기초하여 그 신호를 제1 유형의 신호(예컨대, 그 신호가 팩스 제어 신호인 경우

에) 또는 제2 유형의 신호(즉, 그 신호가 팩스 이미지 신호인 경우에) 중의 하나에 관련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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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팩스 신호가 제1 유형의 신호에 관련되거나 또는 제2 유형의 신호에 관련된다면 상기 팩스 신호를 복조하고, 팩스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용량 내에 있는지를 판정하며, 그 결과의 FRP 패킷화된 데이터를 IP 네트워크에 출력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 상기 팩스 신호를 PCM 인코딩하여, 그 결과의 FRP-PCM 패킷화된 데이터를 IP 네트워크에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인입 팩스 신호는 {V.8 수정 응답 톤을 포함하는 응답 팩스 톤; V.21(FSK, 300bps); V.34

INFO(DPSK, 600bps); V.34 제어 채널(QAM, 1200bps 또는 2400bps)}로 이루어진 신호의 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

유형의 신호에 관련되어 중계된다(비조건부로). 응답 톤을 선행하는 발신 팩스 신호(예컨대, CNG 및 V.8 C1 신호)는 압축

된 음성 신호의 형태로 또는 VoIP 혹은 FoIP 기술을 이용하여 중계되는 팩스 이벤트의 형태로 편리하게 전송될 것이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V.27(Phase B 및 C); V.29(Phase B 및 C); V.17/V.33(Phase B 및 C); V.34 회선 검증

(Phase B); V.34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Phase B); V.34 1차 채널(Phase C)}로 이루어진 군에 속하는 인입 팩스 신호

는 제2 유형의 신호와 관련되며, 복조를 위해 충분한 연산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

킷 네트워크에 보내지기 전에 PCM-인코딩된다.

본 발명의 일부로서, 수신된 팩스 오버 IP("FoIP") 신호를 게이트웨이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되며,

본 방법은,

a) 수신된 팩스 신호가 FRP-타입 데이터인지 아니면 FRP-PCM 타입 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즉, 원거리 게

이트웨이에 의해 이 게이트웨이로 전송된 신호의 유형에 따라 판정)와,

b) FRP-타입 데이터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입 팩스 신호를 재변조하고, 그 결과의 신호를 (샘플 형태로) 목적 수신

지(통상적으로 팩시 기기)에 보내는 단계, 또는

c) 인입 팩스 신호가 FRP-PCM 타입 데이터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입 팩스 신호를 PCM-디코딩하여, 그 결과의 신

호를 (샘플의 형태로) 목적 수신지에 보내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로서, 인입 팩스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결정(즉, 복조 또는 PCM-인코딩을 수행)은, '스테이트 머

신' 등에 의해, 이전에 검출되거나 또는 복조된 팩신 신호와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FRP 데이터에 기초하여 현재의 것

인지 과거의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또한 게이트 용량과 복조를 수행하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IP 네트워크를 통해 팩스 발신을 전달하는 게이트웨이들 간의 FoIP 통신을 허용하기 위한 '팩스 릴레이 스

테이트 머신'을 개시한다. 상기 팩스 릴레이 스테이트 머신은,

a) 임의의 이용 가능한 팩스 변조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규칙의 세트로 구성되고, 이용 가능한 연산 자원

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팩스 발신에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팩스 변조 체계를 지원하도록 일시적인 규칙 세트에 의해

구성되며,

b) 원거리 게이트웨이로부터 리턴된 팩스 및 FRP 데이터 응답에 기초하여 현재 및 과거의 입력 팩스 신호를 평가하고,

c) 상기의 평가에 기초하여, 입력 팩스 신호가 복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입력 디지털 신호가 복조될 수 있는 경

우에는 대응하는 팩스 수신기를 기동시키고, 그 결과의 FRP 데이터를 IP 네트워크에 보내며,

d) PCM 인코딩을 기동시키고, 그 결과의 FRP-PCM 타입 데이터를 어떠한 복조도 행하지 않고서 IP 네트워크에 보내며,

e) IP 네트워크로부터 도달하는 FRP-타입 데이터 스트림을 버퍼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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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출력 팩스 신호가 ITU-T T.30 권장안(Recommendation)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팩스 송신기 또는 PCM-디코더를 기동

시키도록 동작 가능하다.

일례에서는 팩스 릴레이가 게이트웨이 내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예에서는 팩스 릴레이가 게이트웨이 외부에 존재

하여 게이트웨이와 통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부로서, 신규의 팩스 릴레이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부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게이트웨이는 스피치 코더(speech coder) 및 VBD 경로를 더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이 어떠한 장치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에 관해서는 본 명세서의 결론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져 명확하게 청구

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과 함께 구성 및 동작 방법에 관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

세한 설명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의 '개시' 모드 또는 '응답' 모드는 팩시밀리 터미널의 어느 한측이 팩스 이미지 신호를 접속된 팩시밀리 단말

기에 보내도록 동작하거나 팩스 이미지 신호를 접속된 팩시밀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도록 동작할 때의 팩스 릴레이의 동

작 모드를 의미한다.

예시를 간략화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구성요소는 반드시 원래의 척도로 도시되어 있지는 않다.

예컨대,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 구성요소의 치수는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과장되어져 있을 수도 있

다. 또한, 여러 도면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가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구체적인 세부구성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

나, 본 기술분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구성없이도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본 발명을 모호하지 않기 위해, 널리 공지된 방법, 과정, 부품 및 회로에 대하여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걸쳐, "처리", "연산", "계산", "판정" 등과 같은 용어를 이용한 설명은, 다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한은, 컴퓨터 시스템의 레지스터 및/또는 메모리 내의 전자공학적인 양 등의 물리적인 양으로서 표현된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레지스터, 또는 기타 이러한 정보 저장,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내에서의 물리적인 양으로서 유사하

게 표현된 다른 데이터로 조작 및/또는 변환하는,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유사한 전자 연산 장치의 작동 및/또는 처

리를 지칭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장치는 요구된 용도을 위해 특

수하게 구성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구성되는 범용의 컴퓨터를 포함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 광디스크, CD-ROM, 광자기 디스크를 포함한 임의의 디스크 타

입,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PROM), 전기적

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 광학 카드, 마그네틱 카드 등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

체, 또는 전자공학적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하고 컴퓨터 시스템 버스에 접속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유형의 매체에 저장

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매체는 위에 예시한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프로세스 및 디스플레이는 임의의 특정한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의 교시에 따라 다양한 범용의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며, 요구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특수한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 요구되는 구조는 이하의 설명에 명확

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임의의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참조하여 설명되지 않는다. 본 명세

서에 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 개시되는 방법은 복조된 팩스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패킷(또는 IP) 네트워크, 통신 프

로토콜 또는 표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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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설명에서, T.38 및 FRF.11 등의 팩스 릴레이 프로토콜(Fax Relay Protocol)("FRP")에 따라 인코딩된 패킷은 본

명세서에서 "FRP" 패킷으로 지칭된다. 또한, 본 발명은 ITU-T T.30 권장안에 기술된 특정한 팩시밀리의 변조 체계로 제

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방법은 비표준형의 팩스 발신을 중계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음성 통신이 수반되는 경우, 원래의 음성 신호는 먼저 외부의 아날로그-디지털("A/

D") 변환기(즉, CODEC)에 의해 디지털화된다. 전형적인 CODEC은 아날로그 Tel/Fax/Modem 신호를 8㎑의 샘플링 레이

트로 샘플링하여, 디지털화된 신호를 일련의 선형 16-비트 샘플 또는 8-비트 압축 PCM A-law 또는 μ-law 바이트로서

출력한다.

'팩스 오버 IP'(FoIP)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ITU-T 권장안 T.38"에 정의된 팩스 릴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IP 네

트워크를 통한 팩시밀리 통신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임의의 다른 팩스 릴레이 프로토콜/표

준 및 다른 패킷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팩스 신호는 제1 유형의 신호에 속하거나 제2 유형의 신호에 속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1 유형의

신호(즉, 팩스 제어 신호)는 그 중에서도 T.30 Phase A 타입 톤 신호와, V.21-변조 기반 신호와, V.34 'INFO' 및 V.34 '제

어 채널' 신호를 포함한다. 제1 그룹에 속하는 신호는 비교적 간단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제1 그룹에 속하는 신

호는 이 신호의 처리가 많은 연산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간단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본 발명의 원리에 따

라, 제1 유형에 속하는 신호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의해 통상적으로 중계된다. 즉, 게이트웨이가 이들 신호

를 검출하여 복조하고, 그 결과의 팩스-릴레이-프로토콜(FRP) 데이터를 IP 네트워크에 보낸다. FRP 데이터의 수신시, 게

이트웨이는 해당 팩스 신호를 생성하거나 재변조하여, 이들을 요구된 수신처(통상적으로, 팩스 기기)에 보낸다.

제2 유형의 신호(즉, '팩스 이미지 신호')는 그 중에서도 팩스 'In-Message' 프로시져 자체(즉, T.30 Phase C 신호) 및 '트

레이닝 체크 프레임'("TCF") 등의 T.30 Phase B 타입 '프리-메시지' 신호에 관련한 신호와, V.34 '회선 검증' 신호와,

V.34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TRN") 신호를 포함할 것이다.

제2 유형의 신호에 속하는 신호는 복조된 형태로 조건부로 중계되거나, 또는 PCM 인코딩, FRP 포맷 및 PCM 디코딩을 이

용함으로써 게이트웨이들 간의 IP를 통해 "투명하게" 전송될 것이다.

인입 팩스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언제 처리할지(즉, 복조를 행할지 또는 PCM-인코딩을 행할지)에 관한 결정은, '스테

이트 머신' 등에 의해, 이전에 검출되거나 또는 복조된 팩신 신호와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FRP 데이터에 기초하여 현

재의 것인지 과거의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또한 게이트웨이 용량 및 복조를 수행하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몇몇 판단은 특정한 팩스 통신/세션에서의 현재 단계를 예상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게이트웨이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

된다. 이 판단은 특정의 팩스 통신에서의 현재 단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게이트웨이가 미리 알아내어, 현재 신호에

관련하는 회로를 인에이블시키고 다른 비관련 회로를 디스에이블 또는 뮤트시킴으로써, 그리고 게이트웨이 내에서의 해당

신호 처리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인입하고 있는 신호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판단의 결과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종래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본 발명에 개시되는 신호 유형에 좌우되는 팩스 릴레이의 정확한 기능을 위해, PCM-기반 변조 유형 및 가능하게는 일부

다른 변조 유형이 게이트웨이의 공급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또는 ITU-T를 통해 혹은 임의의 다른 적합한 포럼에 의해

공적으로 FoIP 프로토콜에 추가될 것이다.

FoIP 통신 구축의 단계에서, 본 발명에 의해 개시된 원리에 부합하는 게이트웨이는 'FRP-PCM 용량'을 다른 FoIP 용량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FRP-PCM 모드의 동작은 원거리 게이트웨이에 의해 승인(confirm)되지 않는다면 이용 가능하지 않

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게이트웨이에 의해 중계될 수 없는 예컨대 V.34 팩스 발신 등의 팩스 발신은 정규의 VBD 모드의

동작을 이용하여 전송될 것이다.

본 발명은 팩스 릴레이 세션 동안 사용된 PCM 체계를 팩스 신호의 다른 변조 체계와 FoIP 프로토콜의 통합부로서 고려한

다. 팩스 이미지 신호(즉, 제2 유형의 팩스 신호에 관련한 신호)의 PCM-기반 전송은 VBD 전송과는 상이하며, 이들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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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M 스트림은 VBD 및 압축 음성 스트림에 적용된 RTP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FRP(FoIP) 규칙에 따라 1차 IP 팩스

패킷으로 패킷화되는 한편, 1차 팩스 패킷의 상위 레벨 패킷화가 RTP 및 다른 IP 포맷을 포함할 것이다. 예컨대, T.38은

RTP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2) 간혹, 게이트웨이는 PCM 모드의 동작을 복조 모드의 동작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여, 현재 처리되고 있는 팩스 세션

/발신에서의 현재 단계에 좌우되는 실제 신호 유형을 도모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3) 게이트웨이는 전체 팩스 발신에 걸쳐 FoIP 모드의 동작을 유지하여, 소정의 팩스 발신 동안의 동작 모드와 "Audio",

'VBD" 및 "FoIP" 상태들 간에 전이(transition)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PCM-타입 데이터 스트림은 중단(disrupt)에

민감하지 않게 되고(즉, 왜곡되지 않음), 상태들 간의 전이/전환 동안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시적으로 잘못 위치된 무반을 '

갭'에 민감하지 않게 된다.

4) FRP-PCM 타입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게이트웨이는 FoIP 방법을 이용하여 중계된 팩스 제어 신호(즉, 제1 유형의

신호에 속하는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게이트웨이(100)는 직렬 인터페이스 포트(101) 또는 TDM 포트로부터 8㎑로 샘플링된 전화, 팩스 또는

모뎀('Tel/Fax/Modem')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입력되는 샘플이 압축된 형태라면 게이트웨이에 의해 선형 16-

비트 샘플(102)로 확장된다. 입력 샘플의 수신과 동기하여, 게이트웨이(100)는 출력 샘플을 직렬 인터페이스 포트(101)

또는 TDM 포트에 송신한다. 필요시, 출력 샘플은 송신되기 전에 게이트웨이(100)에 의해 압축된다.

아날로그 신호 인터페이스(101)에 송신된 출력 샘플은 에코 소거기(103)에 의해 인입 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용되어, 에코제거된 신호(echoless signal)(104)가 획득된다. 음성/팩스/데이터 발신 구별기(105)는 에코제거된 입력

신호(104)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구별기(105)가 음성 신호를 검출하는 경우, 입력 샘플은 스피치 인코더(106)에 보

내진다. 구별기(105)가 팩스 신호를 검출하면, 샘플은 복조를 위해 팩스 릴레이(108)에 보내진다. 구별기(105)에 의해 검

출되는 모뎀 신호의 경우에는, 입력 샘플이 VBD 인코더(107)에 보내진다. 게이트웨이의 통상적인 동작과 관련하여 전술

한 바와 같이, 입력 신호(102)가 슈퍼-G3(즉, V.34) 팩스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게이트웨이(100)는 샘플이 모뎀 발

신에 의해 생성된 것인 것처럼 VDB 경로(107)를 통해 샘플을 경로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한 결과는 전술한 바 있다.

신호 처리의 경로에 따라, 게이트웨이(100)는 출력 비트 스트림을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RTP(109) 또는 팩스 릴레이 프로

토콜 T.38(110)에 따라 패킷화하고, 그 패킷(111)을 네트워크 패킷 인터페이스(112)에 전송하며, 네트워크 패킷 인터페

이스(112)는 패킷을 가능하게는 약간의 수정 후에 IP 네트워크(도시하지 않음)에 보낸다. 네트워크 패킷 인터페이스(112)

를 통과하는 비트 스트림은 압축 음성 또는 PCM 인코딩된 모뎀 신호 혹은 복조된 팩스 신호 중의 하나에 관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이스 오버 IP(VoIP) 기술의 분야에 익숙한 당업자라면 도 1에 도시된 블록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

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개시 각각 팩스 발신(200) 및 응답 팩스 발신(300)을 처리하는 팩스 릴레이의 블

록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팩스 제어 신호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200, 300)는 유사한 양방향 통신 처리를 수행한다.

즉, 게이트웨이(200, 300)의 각각은 접속된 팩스 기기로부터 팩스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팩스 제어 신호를 접속된

팩스 기기에 송신할 수도 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전파하는 팩스 이미지 신호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200)는 이러한 유

형의 신호를 개시 팩스 기기로부터 수신하는 한편, 게이트웨이(300)는 팩스 이미지 신호를 대답 팩스 기기에 전송한다.

팩스 릴레이 게이트웨이(200, 300)는 에코 소거기(103)에 의해 필터링된 샘플링된 입력 팩스 신호(102)를 수신한다. 게이

트웨이(200, 300)의 팩스 릴레이 스테이트 머신(도시하지 않음)은 입력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

례에서는, 이러한 결정은 에코제거된 입력 샘플(104)을 모니터링하는 신호 검출기(201, 301)에 의해 수행된 입력 신호 분

석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에서는, 이러한 결정은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팩스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기초

하여 이루어진다. 분석 처리의 일부로서, 스테이트 머신은 접속된 팩스 기기로부터 수신되고 접속된 팩스 기기에 송신되는

이전의 신호 시퀀스의 히스토리를 고려한다. 현재 수신되는 또는 현재 처리되는 신호의 유형(즉, 팩스 제어 신호인지 또는

팩스 이미지 신호인지)에 대한 판정은 매신호마다 이루어진다. 팩스 이미지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결정은, 스테

이트 머신에 의해 팩스 발신당 1회씩, 팩스 발신의 유형(즉, 정규의 G3 팩스 발신인지 아니면 V.34 팩스 발신인지)과, 현

재 발신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그리고 이용 가능한) 연산 자원의 양에 좌우되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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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제거된 신호(104)가 T.30 제어 타입의 신호에 관련하는 경우, 스테이트 머신은 에코제거된 신호(104)가 'T.30 제어

경로'로 경로배정되도록 하며, 이 경로에서는 에코제거된 신호(104)가 T.30 제어 수신기(202, 302)에 의해 먼저 처리된

다.

수신기(202, 302)는 팩스 제어 신호를 복조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이롭다. 2003년 7월자의 T.30 표준에 따르면, 이러한 팩

스 제어 신호는 V.21(주파수 시프트 키잉 - FSK, 300bps), V.34 INFO(차동 위상 시프트 키잉 - DPSK, 600bps), 및

V.34 제어 채널(쿼드러쳐 진폭 변조 - QAM, 1200bps 또는 2400bps)이다. 수신기(202, 302)는 수신된 신호(104)의 주

파수 스펙트럼과 유사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신기(202, 302)는 종래의 방식으로 동작한다.

즉, 수신기(202, 302)는 팩스 신호(104)를 복조하여 이 팩스 신호로부터 정보/메시지를 이진 형태로 추출한다. 그 후, 팩스

릴레이 스테이트 머신은 T.30 명령/응답 분석기(205, 305)를 통해 포워딩하고, 패킷 대기열(208, 308)을 패킷화기(110)

에 출력하며, 이 패킷화기(110)는 이진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그 결과의 FoIP 패킷(111)(도1, 도 2, 도 3)을 패킷 인터페이

스(112)(도 1)에 보낸다.

그러나, 게이트웨이(200)의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신호(104)가 팩스 제어 유형의 신호에 관련한 신호가 아닌 것으로 판정

된 경우, 신호(104)가 상이한 복조 방식에 따라 복조되어야 하는지 또는 PCM 인코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두 번째

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의 판정은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신호 유형에 좌우된다.

'V xx' 수신기(203)는 T.30 트레이닝 체크 TCF 및 이미지에 대한 G3 팩스 발신에 사용된 V.27(DPSK, 2.4/4.8 kbps),

V.29(QAM, 7.2/9.6 kbps) 및 V.17/V.33(트렐리스 코드 변조 - TCM, 7.2/9.6/12.0/14.4 kbps) 등의 신호의 복조를 위

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웨이 구성 및 복조를 수행하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수신기(203)는 인에이블

상태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 중의 하나로 된다. 팩스 릴레이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기동될 때, 수신기(203)는 TCF 또는 팩

스 이미지 데이터(206)를 추출하여 패킷 대기열(208)을 통해 FoIP 패킷화기(110)에 보내며, 이 패킷화기(110)는 추출된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그 결과의 패킷(111)(도 1 및 도 2)을 패킷 인터페이스(112)(도 1)에 보낸다.

PCM 인코더(204)는 스테이트 머신이 '투명하게' 전송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한 신호의 압축 유형인 G.711 A-law 또는

μ-law를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스테이트 머신은 변조 표준 V.27, V.29, V.17 및 V.33 중의 임의의 한 표준에 관련된

V.xx 복조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거나 뮤트시키도록 결정할 것이며, 그 경우, 디스에이블된 Phase C 팩스 이미지 및 선행

하는 Phase B TCF 신호가 PCM 동작 모드를 이용하여 전송될 것이다. V.34 팩스 발신의 경우, 다음 그룹의 신호가 PCM

인코딩된 신호로서 전송된다: 회선 검증(Phase B) 신호, 1차 채널 등화기 트레이닝(Phase B) 신호, 및 1차 채널(Phase C)

신호. 팩스 릴레이(200)는 그 결과의 PCM 데이터를 FoIP 프로토콜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이용하여 패킷화한다(110).

현재의 R.38 권장안에 따르면, V.34 INFO 신호, 회선 검증(Line probe) 신호, 및 V.34 등화기 트레이닝 신호는 중계되지

않고, 그 대신 게이트웨이에서 또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국부적으로 발생된다. 또한, T.30 TCF 신호도 게이트웨이에 의해

국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V.34 INFO 신호는 복조된 후에 중계되고, V.34 회선 검증 신호, V.34 등

화기 트레이닝 신호, 및 옵션으로서의 T.30 TCF 신호는 PCM을 통해 전송된다. 이것은 현재 회선 상태에 수반된 팩스 속

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인입되는 Phase C 이미지 신호를 응답 팩스 기기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신하도록 하

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 발명은 T.38 프로토콜 버젼 04/2004를 이용하며, 이 프로토콜은 본 발명의 용도에서는 3개의 T.30 INDICATORS 및

2개의 T.30 DATA 타입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3개의 T.30 INDICATORS는 다음과 같다:

ㆍ V.34 INFO,

ㆍ PCM, G.711 μ-law, 및

ㆍ PCM, G.711 A-law

2개의 T.30 DATA 타입은 다음과 같다:

ㆍ INFO 데이터, 및

ㆍ PCM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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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팩스 신호의 처리와 동기하여, 게이트웨이(200, 300)는 출력 신호를 접속된 팩스 기기에 전송한다. IP 네트워크에서

팩스 패킷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팩스 릴레이 송신기가 그 출력을 뮤트하도록 디폴트로 설정된다.

팩스 릴레이 역패킷화기(218, 318)는 IP 네트워크로부터 FoIP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고("FoIP Packet In"), 손실 패킷을

복원하며, 부정확한 시퀀스로 도달하는 패킷을 재배열하며, 초과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다. 그 결과의 데이터가 그 유형

에 따라 버퍼링된다(즉, 210, 310, 313 또는 316). 팩스 릴레이 스테이트 머신은 도달하는 데이터를 팩스 전송 프로토콜

T.30을 따르도록 재변조하거나 디코드(해당 경우의 발생시)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필레이 팩스 제어 신호는 T.30 응답/명령 대기열(210, 310)을 통과하며, 송신기(212, 312)에 의해 재변조된다. T.30 응답

/명령 신호/데이터 생성기(211, 311)는 T.30 응답/명령 대기열(210, 310)과 관련하여 동작하여, 인입 패킷이 지연되는 경

우에 각각의 팩스 터미널 기기간의 접속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T.30 신호/데이터를 국부적으로 생성한다. 전송된 팩스

제어 신호의 지속기간은 전체 부품의 길이와 HDLC 플래그 혹은 필 비트(fill bit)의 양을 변경함으로써 네트워크 딜레이로

조정된다.

개시 기기측으로부터 중계된 팩스 이미지 또는 TCF는 V.xx 지터 버퍼(313)에 통과되고, V.xx 송신기(315)에 의해 재변

조된다.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응답 게이트웨이의 V.xx 송신기(315)는 통상적으로 원거리 게이트웨

이 및 개시 팩스에 의해 사용된 것과 유사한 변조 표준 및 데이터 레이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재변조한다. V.xx 데이터

생성기(314)는 게이트웨이(300)에 의해 국부적으로 생성될 수 있거나 생성되어야 하는 이미지 관련 신호에 대한 이진 데

이터의 소스로서 이용된다. 예컨대, 이러한 이미지 관련 데이터는 로컬 TCF, HDLC 플래그 및 T.4 필 비트(fill bit)가 될

것이다.

FRP-PCM 타입 스트림이 IP 네트워크로부터 도달할 때, 데이터 스트림은 먼저 버퍼링되고(316), 그 후 출력 신호를 발생

하도록 PCM 디코드된다(317).

팩스 릴레이(200)(도 2) 및 팩스 릴레이(300)(도 3)는 실제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일부의 신규 팩스 릴레이를 지칭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도 2 및 도 3은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팩스 릴레이의 '개시'부 및 '응답'부 또는 '개시' 장

치 및 '응답' 장치를 각각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개시된 방법은 2개의 통상적인 방법, 즉 FoIP 및 VBD 간의 절충 동작(compromise)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래

기술에 비해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의해 개시된 방법은 VBD에 비해 신뢰성과 대역폭 활용이라는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의해 개시된 게이트웨이는, 본 발명에서 개시되는 신규의 원리에 따라, 팩스 이미지 송신을 위한 T.30 권장안에

의해 정해진 신호 변조 표준(V.27, V.29, V.17/V.33 및 V34)이 여분으로서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FoIP 게

이트웨이에 비해 복잡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VBD와 비교하면,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방법 및 팩스 릴레이는 또 다른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팩스 제어 신호의 전

송시에는 VBD에 대한 FoIP의 장점을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의해 개시된 방법 및 팩스 릴레이는 다음을

특징으로 한다:

- 낮은 비트 레이트로 중계된 무응답 기간 및 팩스 제어 신호를 위한 대역폭의 절감;

- 반이중 방식의 PCM 타입 데이터 스트림을 가짐으로써, 반이중 방식의 PCM 타입 데이터 스트림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역방향 채널링을 위해 요구될 수도 있는 통신 대여폭을 절감;

- 에코가 제검됨: 신규의 게이트웨이는 에코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 게이트웨이 및 접속된 팩스에 결코 리턴하지 않

으며, 따라서 훨씬 더 우수한 신호대 잡음비를 나타냄;

- T.30 신호 흐름 정의에 따라 팩스 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에 신호/데이터 충돌이 원할하게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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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제어 신호에 대한 패킷 손실이 원할하게 보호됨;

- IP 네트워크에 의해 및/또는 팩스 통신에 수반된 팩스 기기에 의해 야기된 신호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팩스 작동

이 가능하게 됨;

- T.30 위반을 극복함, 그리고

- I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PCM 데이터 스트림의 길고 충분한 버퍼링을 통해 네트워크 지터 및 클록 동기화 오류의 영

향을 억제함.

본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을 예시 및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다수의 수정,

대체, 변경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정예 및 변형

예는 모두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팩스 발신을 전달하는데 이용되는 종래 기술에 따른 일례의 게이트웨이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개시' 동작 모드에 있는 동안의 일례의 팩스 릴레이에서의 신호 흐름을 나

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응답' 동작 모드에 있는 동안의 일례의 팩스 릴레이에서의 신호 흐름을 나

타내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3 : 에코 소거기

110 : 패킷화기

200 : 팩스 릴레이

201 : 신호 검출기

202 : 수신기

204 : PCM 인코더

218 : 역패킷화기

300 : 팩스 릴레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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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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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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