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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에서의 그룹 착신 호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그룹 착신 호 제어는 게이트키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수행된다. 

게이트 키퍼는, 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들을 상기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룹

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복수개의 그룹들 각각에 대한 그룹정보 및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관리

하는 과정과, 호가 착신되면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 호가 그룹착신인지를 검사하고, 그룹착신이면 상기 그룹정

보를 이용하여 그룹착신 호를 생성하여 대응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H.323, VoIP, 그룹착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H.323 기반 패킷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게이트 키퍼에서의 기능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관리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게이트키퍼에 착신된 호가 일반 착신인지 그룹 착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게이트키퍼 내의 단말관리자 및 그

룹 관리자에 구비된 테이블 구성도,

도 5는 그룹 착신 호 관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각 그룹 착신 호가 순서대로 큐에 보관되고 순차적으로 처리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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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6에서 그룹 착신이 진행중이던 그룹 착신호 1과 3이 완료되고 난 다음 그룹 착신 호 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H.232의 그룹착신에 관한 호 설정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도 8은 

정상적인 그룹 착신의 경우이고, 도 9는 그룹착신 도중에 멤버가 유휴 상태가 되는 경우이며, 도 10은 그룹 착신 도중

또 다른 그룹 착신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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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VoIP시스템에서의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그룹 착신 기능은 공중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이용한 키폰시스템(KTS: Key T

elephone System) 및 사설교환기(PBX: Private Branch eXchange)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며, 특정 그룹으로의 호 

착신을 그 그룹에 속한 멤버(member)들 각각에게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멤버들이 호 착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요즈음 인터넷(Internet)의 확장과 더불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가 ITU-T(International Telecomm

unications Union -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sector) 표준인 H.323 프로토콜로서 규정되었다.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기존의 통신망인 PSTN(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을 통하여 음성(voic

e)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통화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 서비스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

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패킷 기반 네트워크(packet-based network)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국제 전화선 사

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VoIP는 ITU-T 표준인 H.32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

성(audio)뿐만 아니라 영상(video) 정보까지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VoIP에서도 기존의 텔레포니 시스템(Telephony System)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

행 중에 있지만 그룹 착신에 대한 기능은 아직까지도 구현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에 따라 VoIP 시스템에서의 그룹 착신기능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VoIP 시스템에서의 그룹 착신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H.323 프로토콜을 수정하지 않고도 VoIP 시스템에서의 그룹착신 기능이 구현되게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게이트 키퍼에서의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들을 상기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룹으로 정

의하고 정의된 복수개의 그룹들 각각에 대한 그룹정보 및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과

정과, 호가 착신되면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 호 가 그룹착신인지를 검사하고, 그룹착신이면 상기 그룹정보를 

이용하여 그룹착신 호를 생성하여 대응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에게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게이트 키퍼에서의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들을 상기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복수개의 그룹들 각각에 대한 그룹정보 및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호

들이 순차적으로 착신되면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 호들 각각이 그룹착신인지를 검사하고, 그룹착신이면 대응 

그룹의 그룹정보를 이용하여 착신 그룹 및 상기 착신 그룹에 속한 각 멤버마다 별도인 호 인식자를 적어도 포함하는 

대응 그룹착신 호를 생성하고, 상기 대응 그룹 착신 호들을 그룹착신 호 큐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그룹

착신 호 큐에 있는 그룹착신 호들중 서로 상이한 그룹에 대해서는 대응 그룹의 유휴 상태의 멤버들에게 독립적으로 

그룹 착신 호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

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H.323기반 패킷망 구성도이다. VoIP서비스를 제공하는 H.323기반 패 킷 망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게이트키퍼(Gatekeeper)(10), 엔드포인트(endpoint)인 H.323단말기(14, 16), 게이트웨이(Gateway)(12)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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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회의형 서비스를 위하여 MCU(Multipoint Control Unit)(18)가 존재한다. 게이트키퍼(Gatekeeper)(12)는 H.323

기반 망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존(Zone)내의 단말기 및 게이트웨이의 등록, 주소관리 및 호 연결제어, 자원

관리 등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존(Zone)은 단말기(14,16), 게이트웨이(12), MCU(18) 등이 하나의 게이트키퍼(10)

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이다.

게이트키퍼(10)의 주요 기능은 하기와 같으며,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 주소 번역: 엘리아스 주소(Alias address)에 대한 트랜스포트(Transport ) 주소 번역, 테이블은 단말기의 등록과정

을 통해 생성 및 갱신됨.

- 허락 제어: 호 권한, 밴드폭 등의 기준에 의한 호에 대한 망 접근의 허락, 거부 기능을 수행.

- 밴드폭 제어: 호에 대한 밴드폭 관리 및 허여 여부.

- 존 관리: 정식 등록 절차에 의한 등록된 단말기, MCU, 게이트웨이 관리

- 호 제어 신호 기능: 엔드포인트(Endpoint)에 대한 호 신호 처리 및 양 엔드포인트(endpoint)간의 호 신호 채널을 연

결시켜 주는 기능, 부가서비스 처리 기능.

- 호 권한 부여: 단말기에 대한 호 제한 및 허여 기능.

- 밴드폭 관리: 자원초과에 의한 동시 허용 가능한 단말기의 개수 제한 기능

- 호 관리: 호중인 단말기의 비지(Busy) 여부 관리.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VoIP 시스템에서의 그룹 착신기능을 구현하는데, 특히 H.323 프로토콜을 수정하지 않고도 

그룹착신 기능을 구현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구현되는 그룹 착신 기능은 전체적인 호 관리를 하는 게이트키퍼(10)에 의해서 게이트 키

퍼(10) 내부적으로만 진행되며, 실제로 호에 참여하는 단말들은 그룹 착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즉 본 발명

의 실시 예에서는 단말측에 무관하면서 그 단말측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그룹착신 가능이 게이트 키퍼(10)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게이트 키퍼(10)에서의 기능 블록 구성도이다. 도 2의 게이트 키퍼(10)는, 그룹관리

자(20),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 단말 관리자(24), 일반 호 관리자(26),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 및 타이머 핸들러

(30)를 포함하고 있다. 도 2에서, 단말 관리자(24) 및 일반 호 관리자(26)는 게이트키퍼(10)의 일반기능이 포함되는 

부분이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착신기능중의 하나인 실시간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동작을 추가로 수

행한다. 도 2에서, 그룹관리자(20),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 및 타이머 핸들러(3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호 착신 기능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기능블록들이다.

상기 기능 블록 구성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블록 구성이며, 게이트 키퍼(10)의 전술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게

이트 키퍼(10)의 코아 프로세스(core process) 등에 의해서 수행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게이트키퍼(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착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 그룹 관리 기능, (2) 그룹 착신 호 

관리 기능, (3) 단말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 관리 기능은 도 2의 그룹 관리자(20)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룹관리자(20)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가 제공

하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의 그룹에 대해서 어떤 단말들이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관리하고, 그룹 번호(

Access Number)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그룹 관리자(20)는 그룹 정보 테이블(42)을 가지고 있다. 그룹 및 그룹정보 

테이블(42)에 대해서는 도 3 및 도 4(b)가 참조되어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2) 그룹 착신 호 관리 기능은 도 2의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번호를 통해 착신한 호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호의 상태 관리, 호에 대한 각 멤버의 상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부가적인 그룹 착신 기능을 위해서 중복된 그룹 착신을 관리하기 위한 큐에 대한 관리와, 멤버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

real-time)으로 착신을 알려 주기 위한 이벤트(Event)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 큐(60)를 가진다. 그룹 착신 호 및 그룹 착신 호 큐(60)에 대해서는 도 5, 도 6 및 도 7이 참조되어 상세

히 후술될 것이다.

(3) 단말 관리 기능은 단말 관리자(24)에 의해서 수행된다. 단말 관리자(24)는 게이트키퍼(10)의 기본적인 기능에 포

함되지만,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그룹 착신 도중에 단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real-time)으로 알려 주기 위해 그

룹 착신 의 구성 요소로서 추가되었다. 즉 일반 호 관리자(26)가 단말에 대한 정보를 단말 관리자(24)로 제공하면, 단

말 관리자(24)는 단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 또는 갱신한다. 그리고 단말 관리자(24)는 그룹 착신 도중

에 단말의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일반 호 관리자(26)에는 발신자 정

보와 수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호 정보 테이블(70)이 포함되어 있다.

도 2와 같이 구성된 게이트 키퍼(10)에서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착신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그룹으로 착신된 호는 그룹의 멤버들 각각에게 전달된다.(1:n)

2) 그룹으로 착신된 호는 해당 그룹의 멤버들중 통화 중인 멤버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3) 통화 중인 멤버라도, 그룹 착신이 진행중인 동안에 기존의 통화를 끊으면, 진행 중인 그룹 착신 호가 상기 멤버에게

전달된다.

4)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가운데 수신자가 있을 경우(호가 연결되었을 경우) 이미 호 연결 중에 있던 다른 멤버의 호는 

끊어진다.

5) 그룹 착신에 의해 하나의 단말과 호 연결이 되고 난 후에(즉, 하나의 단말이 발신측과 연결된 이후), 그룹 착신 호 

큐(60)에 대기 중인 호가 있으면 즉시 위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와 같은 그룹 착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게이트키퍼(10)가 수행하는 (1) 그룹 관리 기

능, (2) 그룹 착신 호 관리 기능, (3) 단말 관리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1) 그룹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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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 속한 멤버를 확인(Identy)할 수 있어야 함.

- 착신 호가 그룹 착신인지 일반 착신인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그룹 착신 관리에서 사용할 기본 정보(예컨대, 실제 구현에 필요한 정보로서, 그룹의 번호, 멤버의 수 등이 포함됨)

를 제공해야 함.

그룹에 속한 멤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룹 착신 관리에서 사용될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 관

리자(20)는 내부에 도 4의 (b)와 같은 그룹정보 테이블(42)을 가지고 있으며, 단말 관리자(24)는 내부에 도 4의 (a)와

같은 단말정보테이블(40)을 가지고 있다. 단말관리자(24)의 단말 정보 테이블(40)에 저장된 단말들 각각에 대한 단말

정보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 착신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룹 관리자(20)의 그룹

정보 테이블(42)에 저장된 그룹 정보는 단말 관리자(24)의 단말정보 테이블(40)에 이미 존재하는 단말 정보들에 대한

링크만을 갖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그룹 관리자(20)에 의해 수행되는 그룹 관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룹관리자

(20)는 운용자 요구에 따라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기들을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그룹에 속하게 정의하고,

복수개의 그룹들을 관리한다. 복수개의 그룹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룹 관리자(20)는 각 그룹마다 그룹번호(Access

Number)를 할당하고, 각 그룹에 속한 멤버의 수 즉 그 그룹에 속한 단말의 개수를 할당하고, 각 그룹 멤버에 속한 단

말들 정보를 할당한다. 예컨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1,2,3,4를 하나의 그룹으로 할당하는데, 그룹번호 1(Ac

cess Number)로 정하고, 그룹번호 1의 멤버의 수를 "4", 그룹 멤버들에 대응된 단말정보를 단말1, 단말2, 단말3, 단

말4로 할당한다. 그룹관리자(20)는 상기와 같은 그룹, 그룹번호, 멤버의 수, 단말정보를 도 4의 (b)와 같은 그룹정보 

테이블(42)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발신자는 상기 그룹번호를 착신자 번호로서 알고 있을 것이다. 상기 그룹번호의 일 

예로는 사무실의 대표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그룹정보 테이블(42)에 있는 각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단말1,2,3,4)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번호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룹정보 테이블(42)에 있는 각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단말1,2,3,4)는 단말 관리자(2

4)의 단말정보 테이블(40)에 이미 존재하는 단말 정보들에 대한 링크만을 갖는다. 따라서 단말정보는 단말 관리자(24

)에 의해서 도 4의 (a)와 같은 단말정보 테이블(40)로서 관리된다. 또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단말정보도 도 4의 (a)의 

단말정보 테이블(40)로서 관리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게이트 키퍼(10)는 복수개의 단말들을 관리하며 또한 복수개의 그룹들을 가질 수 있다. 그

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착신된 호가 일반 착신인지 그룹 착신인지 구분하기 위해 게이트 키퍼(10)는 도 4의

(a) 및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테이블 즉, 단말정보 테이블(40) 및 그룹정보테이블(42)을 병용한다. 게이트 키

퍼(10)는 발신자로부터 호가 착신되면 호 메시지의 목적지주소(통상 "엘리아스 주소(Alias address)"라 칭함)를 이용

하여 단말관리자(24)의 단말정보 테이블(40)에 목적지 주소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단말정보 테이블(40)에 목적

지 주소가 단말번호로서 있으면 일반 착신이고, 없으면 그룹착신으로 인식한다. 이때 상기 그룹 착신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관리자(20)의 그룹정보 테이블(42)에 목적지 주소가 그룹번호로서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목적지 주소가 그룹

번호로서 있으면 착신 호가 그룹착신 호인 것으로 결정한다.

(2) 그룹 착신 호 관리 기능

- 각각의 그룹 착신 호는 그룹착신 호 관리자(22)에 의해서 생성되며, 발신자와 그 그룹에 속한 멤버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5에 도시됨)를 가지고 있다.

- 발신자의 호 진행 과정과 멤버의 호 진행 과정이 독립적이므로 각각을 별도로 유지한다.

- 그룹 착신 호가 생성되는 순간에는 모든 멤버가 그룹 착신 호 정보에 포함된다. 단, 각 멤버의 상태에 따라 진행과

정이 달라지게 된다.

- H.323 프로토콜에서는 각각의 호를 구분하기 위해 호 인식자(Call ID)를 사용하는데, 상기 호 인식자(Call ID)는 발

신자에 의해서 생성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그룹착신기능에서는 발신자가 생성한 호 인식자(Call ID)를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면 호를 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이트키퍼(10)가 각 멤버마다 별도인 호 인식

자(Call ID)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가 생성됨과 동시에 그 그룹

에 속한 각 멤버마다 별도인 호 인식자(Call ID)를 포함하는 호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상기 그룹 착 신 호 관리자(22)

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그룹에 속한 각 멤버마다 별도의 호 인식자(Call ID)를 포함하는 호 정보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룹 착신 호에는 착신 그룹, 발신자 호 인식자(Call ID), 발신자 호의 상태, 멤버정보(멤버1,2,3,4)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멤버정보에는 각 멤버의 호 인식자(Call ID), 각 멤버 호의 상태, 및 기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룹 착신

호 큐(60)에 있는 각 멤버정보(멤버1,2,3,4)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 호 관리자(26)의 호 정보 테이블(70)에 

이미 존재하는 호 정보들에 대한 링크만을 갖는다. 그룹 착신호 큐(60)에 있는 각 멤버정보는 일반 호 관리자(26)에 

의해서 호 정보 테이블(70)로서 관리된다.

도 5의 그룹 착신 호는 그룹관리자(20)로부터 제공되는 그룹정보 및 일반 호 관리자(26)의 호 정보를 이용하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에 의해서 생성되며, 상기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내의 그룹 착신 호 큐(60)에 저장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각 그룹 착신 호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에 의해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에 구비된 그룹 착신 호 큐(60)에 순서대로 보관되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그룹 착신 호는 서로 다른 발신자들이 동

일한 그룹 번호로 호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록 먼저 호를 시도한 발신자가 존재하더라도 이후의 발신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반 호는 먼저 호를 시도한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중이면 이후의 발신자는 대기하지 

않고 끊어지게 됨). 요컨대, 서로 다른 발신자들이 동일한 그룹 번호로 호를 시도하더라도 그룹착신 호는 그룹 착신 호

큐(60)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도 6을 참조하면, 큐 Q1에 그룹1에 대한 그룹착신 호 1은 그룹 호 진행중에 있고, 동

일한 그룹인 그룹1에 대한 그룹 착신 호 2 및 4는 큐 Q2 및 Q4에 각각 저장되어 대기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순차적으

로 그룹 착신 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룹 착신 호에 대한 그룹착신 호 큐(60)는 게이트키퍼(10)의 그룹착신 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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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 의해서 단일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그룹 착신 호가 진행중이라 해도, 타 그룹에 대한 그

룹 착신 호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호 

착신을 진행한다. 도 6을 참조하면, 큐 Q1에 그룹1에 대한 그룹착신 호 1과 그룹 2에 대한 그룹착신 호 3이 동시에 독

립적으로 그룹 호 진행 중에 있다.

그룹 착신 호 큐(60)에 있는 해당 그룹의 그룹 착신 호에 대한 호 진행 순서가 되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해당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에게 셋업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그룹 착신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 정보에서 착신 그

룹의 멤버들 각각에 대한 호 상태를 알고 있으므로 그룹에 속한 멤버들중 호 서비스중인 멤버에 대해서는 셋업 메시

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도 6에 도시된 일 예에서, 진행 중이던 그룹 착신 호 1과 3이 완료되고(그룹착신 호 1,3의 완료는 단말의 H.323 메시

지를 이용해 알 수 있음) 나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이를 그룹 착신 호 큐(60)에서 제거한다. 그에 따라 그룹 착

신 호 큐(60)의 큐 상태는 도 7과 같이 전이된다. 그룹 착신 호의 완료의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로서 그룹 착신 호를

그룹 멤버들중 하나가 수신함에 따라 호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와, 그룹 멤버들이 아무도 호 수신하지 않음에 따라 

얼러팅(Alerting) 타이머에 의해 타임아웃이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발신자가 도중에 전화를 끊는 경우도 그룹 착신 

호의 완료에 포함될 수 있다. 일 예로, 그룹에 속한 특정 멤버가 그룹 호를 착신함에 따라 진행중이던 호가 완료되면 

상기 특정 멤버는 게이트키퍼(10)로 연결(Connect) 메시지를 보낸다. 게이트 키퍼(10)의 일반 호 관리자(26)는 상기 

연결 메시지를 받고, 호 정보 테이블(70)을 이용하여 일반 호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에게

이를 보낸다.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다시 받은 메시지와 관련된 그룹 착신 호를 찾아 그 그룹에 속한 나머지 멤

버들에게 진행 중이던 호를 끊는다. 그에 따라 게이트키퍼(10)로부터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셋업메시지는 중단된다. 나머지 멤버들의 호가 모두 끊어지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 그룹 착신 호를 그룹 착

신 호 큐(60)에서 제거하고, 이를 타이머 핸들러(30)를 통해서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에게 이벤트로서 알려준다.

기존의 그룹 착신 호가 제거되었다는 이벤트를 받은 이벤트 핸들러(28)는 그룹착신 호 큐(60)에 대기 중인 그룹착신 

호가 있는지를 그룹착신 호 관리자(22)를 이용해서 체크하고, 만약 대기중인 그룹 착신 호가 있으면 그룹에 속한 유휴

(idle) 상태의 그룹의 멤버들에게 셋업(Setup)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그룹 착신 호에 대한 그룹 착신을 진행한다. 상

기 그룹의 멤버들에게 전송되는 셋업 메시지가, 이벤트에 의한 경우에는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에 의해서 전송되

고,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에 의해서 전송된다.

한편 그룹 착신 호가 그룹착신 호 큐(60)로부터 제거되는 경우는, 상기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멤버가 호를 수

신함에 따라 호 서비스가 연결되는 경우와 호 서비스 진행중이던 호가 끊어지는 두 가지 경우이다. 특히 호가 끊어지

는 경우가 타이머 핸들러(30)내의 타이머들중 얼러팅(Alerting) 타이머에 의한 경우에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이머 핸들러(30)로부터 발생된 이벤트를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가 받아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로 하여금 해당 그룹 착신 호를 제거하도록 한다. 얼러팅 타이머는 게이트 키퍼(10)가 그룹착신 진행을 위

해 발신자에게 얼러팅 메시지를 전송할 시에 그룹 착신 호 관리자(26)에 의해서 셋팅되며, 미리 설정된 기간(예컨대 1

80초 정도)내에 멤버로부터의 연결(connect)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호가 끊어지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한편 그룹에 속한 특정 멤버가 그룹 착신 호를 수신함에 따라 그룹 착신이 연결되면 호는 일반 호로 전이되고, 그 후

로는 일반 호 관리자(70)에 의해서 호 관리가 된다.

3) 단말 관리 기능

- 그룹 착신 호와 관련된 특수 관리 기능.

- 그룹에 속한 특정 단말에게 진행 중인 호가 있으면 상기 특정 단말은 그룹 착신 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룹 

착신 호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기 단말이 진행 중이었던 호를 해제하면 그룹 착신 호에 참여해야 한다.

게이트키퍼(10)는 모든 호를 관리하므로, 단말들 각각에 대해 연결되어 있던 호가 해제되면 단말관리자(24)는 즉시 

이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이벤트 핸들러(26)로 제공시킨다. 상기 이벤트를 받은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는 그룹 착

신 호 관리자(22)에게 해당 단말을 그룹 착신 호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즉 해당 단말에게 셋업(Setup) 메시지를 보낸

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룹에 속한 단말이 진행 중이었던 호를 해제하면, 게이트 키퍼(10)의 일반 호 관리자(

26)는 단말에 대한 정보를 단말관리자(24)로 보내고, 단말 관리자(24)는 단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갱신한다. 만약 

단말 관리자(24)는 갱신에 의해 호 해제된 단말이 그룹에 속해 있는 단말이면 즉 그룹에 속해 있는 단말이 유휴상태가

되면, 그에 대응된 이벤트를 이벤트 핸들러(28)로 제공하고, 이벤트 핸들러(28)는 수신된 이벤트를 그룹 착신 호 관리

자(22)에게 전달한다. 그에 따라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에 속한 유휴상태의 단말이 그룹 착신 호에 참여되게

한다. 즉 상기 유휴 상태의 단말에게 셋업(Setup) 메시지를 보낸다.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H.232의 그룹착신에 관한 호 설정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도 8은 

정상적인(normal) 그룹 착신의 경우이고, 도 9는 그룹착신 도중에 멤버가 유휴 상태가 되는 경우이며, 도 10은 그룹 

착신 도중 또 다른 그룹 착신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도 8 내지 도 10에서는, 그룹에 EP(EndPoint) A와 EP B가 그룹

의 멤버로서 속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착신의 호 착신 과정이 H.323 메시지에 근거

하여 도시되고 있다. 그리고 도 8 내지 도 10에서 "그룹"으로 표시한 것은 게이트키퍼(10)내의 그룹관리자(20) 및 그

룹 착신 호 관리자(22)를 지칭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정상적인 그룹 착신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단계(stage)로 나뉘게 되며 각 

단계에서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1st Stage)

발신자가 그룹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발신자의 ARQ(admission request) 메시지의 수신자 번호필드에 그룹 번호가 

포함되며, 상기 ARQ 메시지는 발신자로부터 게이트키퍼(10)로 전송된다. 게이트키퍼(10)는 ARQ메시지를 받아서 수

신자 번호가 일반 단말 정보에 있는지 그룹 정보에 있는지 그룹 관리자(20)를 이용해 확인하고 그룹 정보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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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착신임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룹의 상태가 유효(valid)한지를 확인한 후, 유효하면 ACF(admission request conf

irm)메시지를 보낸다. 때로 멤버가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 존재하거나, 그룹 착신 호의 수가 그룹 착신 큐(60)의 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룹의 상태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ARJ(admission reject)메시지를 발신자에게 보내서 호를 강제

로 종료시킨다.

2) 제2단계(2nd Stage)

게이트 키퍼(10)로부터 ACF메시지를 받은 발신자는 셋업메시지(Setup message)를 게이트키퍼(10)로 전송함으로써

본격적인 호 설정에 들어간다. 게이트키퍼(10)는 상기 셋업메시지(Setup message)를 받으면, 통상적인 H.323 프로

토콜과는 달리 먼저 발신자에게 호 진행/얼러팅 메시지(Call Proceeding/Alerting message)를 보낸다. 통상적인 H.

323 프로토콜은 상기 셋업메시지를 받으면 착신자 에게 이를 전송하고, 착신자로부터의 호 진행/얼러팅(Call Procee

ding/Alerting) 메시지를 받아 발신자에게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그룹 착신의 경우

에는 해당 그룹에 유휴 멤버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발신자에게 호 진행 메시지((Call Proceeding message) 

및 얼러팅 메시지(Alerting message)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게이트키퍼(10)는 그룹 관리자(20)를 이용해 그룹번호에 해당하는 그룹(Group)에서 현재 유휴 상태인 멤버를

찾고 유휴 상태인 멤버 EP A, EP B로 셋업메시지(Setup message)를 보낸다. 단, 이 경우 멤버 EP A, EP B에게 보

내는 셋업메시지(Setup message)의 내용은 게이트키퍼(10)에 의해 수정이 되어야 한다. 게이트키퍼(10)의 그룹 착

신 호 관리자(22)는 호 인식자(Call ID)를 수신자마다 다르게 할당하고(멤버의 Call ID), 수신자 정보를 실제 멤버의 

정보로 바꾼다. 그 이유는 처음의 셋업메시지(Setup)에 포함된 수신자 정보는 각 멤버의 정보가 아닌 그룹의 정보이

기 때문이다.

3) 제3단계(3rd Stage)

셋업 메시지(Setup message)를 수신한 해당 그룹의 각 멤버는 독립적으로 호 설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2단계(2n

d Stage)에서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가 각 멤버에게 보낸 셋업메시지(Setup message)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게

이트키퍼(10)는 상기 셋업메시지의 내용이 다름을 구별하는 동시에 동일한 그룹 호 착신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게이트 키퍼(10)의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 큐(60)에 있는 그룹 착신 호 정보(도 5에 도시됨)를 이용

하여 상기 셋업메시지의 내용이 다름을 구별하는 동시에 동일한 그룹 호 착신에 속한 것임을 구별한다.

4) 제4단계(4th Stage)

제4단계는 호가 연결되는 과정이다. 각 멤버 가운데 하나가 예컨대, 도 8의 EP B가 제일 먼저 호를 수신하게 되면, 상

기 멤버 EP B는 게이트키퍼(10)로 연결메시지(Connect message)를 보내고, 게이트키퍼(10)는 이를 발신자에게 보

낸다. 단, 제2단계(2nd stage)에서 게이트키퍼(10)가 수정한 셋업메시지(Setup message)로 인해 연결메시지(Conne

ct message)의 내용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10)가 멤버의 호 인식자(Call ID)와 발신자 정보를 수정되

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주어야 한다. 즉 멤버의 호 인식자(Call ID)를 그룹의 호 인식자(Call ID)가 되게 복원한다. 게

이트 키퍼(10)의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 큐(60)에 수정되기 전의 정보를 그룹 착신 호 정보로서 보

관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의 호 인식자(Call ID)와 발신자 정보를 수정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10)는 연결메시지(Connect message)를 발신자에게 보낸 후, 남은 멤버 EP A에게는 해제완료메시지(Re

leaseComplete message)를 보내어 호 설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9를 참조하여 그룹착신 도중에 멤버가 유휴 상태가 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H.232의 그룹

착신에 관한 호 설정 절차를 설명한다.

그룹 착신 과정에서 멤버 EP A가 호 진행중인 관계로 수신이 불가능하여 게 이트키퍼(10)가 멤버 EP A로 셋업(Setu

p)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그룹 착신이 진행되는 도중에 멤버 EP A가 유휴 상태가 되면 게이트키퍼(10)는 셋업 메

시지(Setup message)를 EP A에게 보내고 독립적으로 호 설정 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룹 착신이 진행되는 도중에 멤버 EP A가 유휴 상태가 되면, 단말 관리자(24)(일반 호가 종료 된 경우) 또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그룹 착신 호가 종료된 경우)(22)가 이를 이벤트로서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에게 알려 준다. 상기 이벤

트를 받은 실시간 이벤트 핸들러(28)는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로 하여금 단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 진행 중인 그

룹 착신 호가 있는지 판단하게 하고 그룹 착신 호가 있으면, 셋업 메시지(Setup message)를 멤버 EP A에게 보내고 

독립적으로 호 설정 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도 9의 호 설정 절차가 도 8과 함께 설명한 정상적인 그룹 착신 호 설정절차와 다른 점은, 멤버의 유휴 상태를 감지하

여, 다른 멤버들과 비동기적으로 호 설정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 10을 참조하여 그룹 착신 도중 또 다른 그룹 착신이 요청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H.232

의 그룹착신에 관한 호 설정 절차를 설명한다.

게이트키퍼(10)에 발신자 1과 이미 진행 중인 그룹 착신 호가 있는 상태에서, 발신자2로부터의 동일한 그룹에 대해 

새로운 그룹 착신이 오면, 게이트 키퍼(10)는 일단 새로운 그룹 착신 호를 그룹 착신 호 큐(60)에 추가하고 발신자2에

게 호 진행 메시지(Call Proceeding message) 및 얼러팅 메시지(alerting message)를 보내서 수신자로부터의 연결 

메시지(connect message)를 기다리도록 한다. 연결 메시지를 기다리는 도중에 이전의 그룹 착신이 종료되면, 그룹 

착신 호 관리자(22)는 그룹 착신 호를 제거하고 이벤트를 실시간 이벤트(28)로 발생시킨다. 상기 이벤트를 받은 실시

간 이벤트 핸들러(28)는 해당 그룹에 대해 대기 중인 그룹 착신 호가 그룹 착신 호 큐(60)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남아 있으면 동일 그룹의 멤버들에게 셋업(Setup)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새로운 그룹 착신 호 설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의 과정은 일반적인 그룹 착신 호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

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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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그룹 착신 기능을 H.323(VoIP)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그리고 그룹 착신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 프로토콜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룹착신 기능이 없는 H.323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였으며, 게이트키퍼의 

기능 확장만으로 그룹 착신 기능이 H.323(VoIP) 시스템에 구현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게이트 키퍼에서의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들을 상기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복수개의 그룹들 각각에 대한 그룹정보 및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호가 착신되면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 호가 그룹착신인지를 검사하고, 그룹착신이면 상기 그룹정보를 이용하

여 그룹착신 호를 생성하여 대응 그룹에 속한 멤버들 각각에게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

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정보는 그룹번호, 각 그룹의 멤버의 수, 그룹 멤버에 속한 단말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정보는 그룹멤버에 속한 단말들 각각에 대한 단말번호 및 기타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착신 호는 착신 그룹, 발신자 호 인식자(Call ID), 발신자 호의 상태, 멤버정보들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멤버정보에는 각 멤버의 호 인식자(Call ID), 각 멤버 호의 상태, 및 기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6.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게이트 키퍼에서의 그룹 착신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복수개의 단말들을 상기 그룹 착신 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복수개의 그룹들 각각에 대한 그룹정보 및 단말들에 대한 단말정보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호들이 순차적으로 착신되면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 호들 각각이 그룹착신인지를 검사하고, 그룹착신이면 대

응 그룹의 그룹정보를 이용하여 착신 그룹 및 상기 착신 그룹에 속한 각 멤버마다 별도인 호 인식자를 적어도 포함하

는 대응 그룹착신 호를 생성하고, 상기 대응 그룹 착신 호들을 그룹착신 호 큐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그룹 착신 호 큐에 있는 그룹착신 호들중 서로 상이한 그룹에 대해서는 대응 그룹의 유휴 상태의 멤버들에게 독

립적으로 그룹 착신 호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착신 호 완료가 되면 상기 그룹 착신 호를 상기 그룹 착신 호 큐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더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착신 호 완료는 상기 그룹 착신 호를 그룹 멤버들중 하나가 수신함에 따라 호 서비스가 진

행되는 경우와, 그룹 멤버들이 아무도 호 수신하지 않음에 따라 얼러팅(Alerting) 타이머에 의해 타임아웃이 되는 경

우 및, 발신자가 도중에 전화를 끊는 경우가 적어도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 착신 호 제어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03725

- 8 -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03725

- 9 -

도면4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03725

- 10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403725

- 11 -

도면9



등록특허  10-0403725

- 12 -

도면10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