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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역 네트워크를 위한 접속 장치 및 그 접속 방법

요약

IP 전화 시스템의 전 데이터를 경유시켜 광고 정보를 부가하는 특정한 서버를 설치하는 일 없이, IP 전화에 대한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하는 IP 전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선 LAN 기지국(10a)은, 인터넷(30)에 무선 IP 전화기(20a)를 접속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며, 고지정보 격납

부(150)에 무선 IP 전화기(20a)로 재생 가능한 광고 데이터를 격납하고, 인터넷(30)이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 인터넷(30)을 거쳐 접속된 다른 기기와 무선 IP 전화기(20a)와의 사이에서의 음성 정보의 통신을 행한다. 이 음성 

정보의 통신에서의 소정의 타이밍으로, 고지정보 격납부(150)에 격납된 광고 데이터를 무선 IP 전화기(2Oa)에 송신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예인 무선 IP 전화 시스템의 전체구성도.

도 2는, 무선 LAN 기지국(10a)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무선 IP 전화기(20a)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보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flow chart).

도 6은, 단말(端末) 관리 테이블(75)의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광고 송신 처리를 도시한 무선 LAN 기지국(10a)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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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무선 IP 전화 시스템에서 통신에 대해 설명하는 시퀀스(sequence)도.

도 9는, 제 2 실시예인 인터넷 라디오 시스템의 전체구성도.

도 10은, 라디오광고 송신처리를 도시한 무선 LAN 기지국(10a)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a,10b : 무선 LAN 기지국 20a,20b : 무선 IP 전화기

25a,25b : 라디오 수신기 30 : 인터넷

40a,40b : 무선 존(zone) 50 : 밴드 오버 에리어

60a,60b :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 70 : 게이트키퍼

75 : 단말 관리 테이블 80 : 게이트웨이(gateway)

85 : 가입자 전화망 90 : IP 전화기

95 : 가입 전화기 96 : 라디오방송 서버

100 : 인터넷 인터페이스부 110 : 무선 LAN 인터페이스부

120 : LAN 인터페이스부 130 : 컨트롤러

140 : 메모리 150 : 고지정보 격납부

200 : 컨트롤러 210 : 메모리

220 : 무선 LAN 인터페이스부 230 : 음성 인터페이스부

240 : 입력부 250 : 표시부

260 : 마이크로폰 270 : 스피커

600 : 컨트롤러 610 : 메모리

620 : LAN 인터페이스부 630 : 데이터베이스 보지부(保持部)

640 : 입력부 650 : 표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음성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터넷 등의 IP(Internet Protoco1) 네트워크 상에서 음성 통화를 실 현한 VoIP(Voice over IP)에 의한 인터넷

전화(IP 전화)가 이용되고 있다. VoIP에서는, IP 패킷으로 변환된 음성 정보를 IP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송수신을 행

함으로써 음성 통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VoIP의 프로토콜로서 H.323이 표준화된 결과, 인터넷과 전화 회선과의 상

호 접속성도 향상하여, IP 전화기는, 기업의 내선 전화나 전용 회선의 교체로부터 비롯하여 서서히 보급이 시작되고 

있다.

IP 전화는, 음성 정보의 통신에 약 20 kbps의 통신 속도를 필요로 하며, 통상의 데이터 통신과 비교하여 통신 회선에 

걸리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통신 속도가 낮은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화 품질이 저하한다. 또한, IP 어

드레스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통화 상대를 지정하여 발호 처리(發呼處理;전화를 거는 처리)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통화 상대가 되는 단말의 소재를 등록해 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IP 전화와, 가입 

전화 등의 회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gateway)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화로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 품질의 확보 뿐만 아니라, 게이트키퍼, 게이트웨이 등의 기기(機器)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IP 전화

의 이용에는, 인터넷으로의 통상의 접속 서비스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통상 IP 전화의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특개 2002-125069호 공보에는, IP 네트워크를 이용한 IP 전화 시스템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새로운 부과금(課金)이 발생하여 전체로서 통신 비용이 고액이 된다 는 것, 및 그 요금 부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IP 전화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광고료 등을 이용하여 저가격

내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지만, IP 전화의 기능상, IP 전화에 대한 광고에 관해서는, 볼 만한 

제안은 없다. 더구나, IP 전화의 특성상, 무언가의 형태로 광고를 부가하고자 하면, IP 전화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반드시 광고 정보를 부가하는 특정한 서버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되어, 인터넷의 기본적인 구조에 반하고, 설령 특정한

서버를 경유하는 구성을 채용하면, 이 서버의 부하가 팽대(膨大)하게 되어, 회선(回線)도 폭주(輻輳)하고 만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 중 적어도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통신 정보를 일원적(一元的)으로 취급하

는 특정한 서버를 설치하는 일 없이, 음성 정보의 부가를 행하는 IP 전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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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과제 중 적어도 일부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접속 장치는,

클라이언트(client) 컴퓨터로부터 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액세스 포인트 (access point)를 제공하는 접속 장치로

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음성 정보를 격납(格納)해 두는 고지(告知)정보 격납수단과,

상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접속된 다른 기기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와의 사이의, 상기 광역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protocol)을 이용한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하는 음성정보통신 매개수단과,

상기 광역 네트워크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와의 사이에서 상기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할 때, 소정의 타이밍(timi

ng)으로, 상기 고지정보 격납수단에 격납된 음성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이 접속 장치에 대응한 접속 방법의 발명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광역 네트워크에 액세스 포인트를 거쳐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음성 정보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격납해 두고,

상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접속된 다른 기기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와의 사이에서, 상기 광역 네트워크가 제공하

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하고,

상기 광역 네트워크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와의 사이에서 상기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할 때, 소정의 타이밍으로,

상기 격납된 음성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접속 장치, 및 이에 대응한 접속 방법에 의하면, 광역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와의 사이에서, 광역 네트

워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할 때, 소정의 타이밍으로써, 미리 액세스 포인트에 

격납해 둔 고지 정보(예를 들면, 광고나 홍보 등의 음성 정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송 신한다. 따라서, 음성 정보의

통신에, 액세스 포인트에 격납해 둔 고지 정보를 부가(附加)할 수가 있다. 즉, 본 발명의 접속 장치나 접속 방법에 의

하면,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접속 장치에, 송신하고자 하는 고지 정보를 격납해 두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어, 통신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경유시키는 특정한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상기의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주변 기기는, 이하의 태양(態樣)을 채용할 수도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서는

, 음성 정보를 패킷(packet) 통신에 의해 송수신하여 음성 통화를 실현하는 IP 전화기를 상정(想定)할 수가 있다. 따라

서, lP 전화에 대한 고지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서는, 음성 정보를 패킷 통신에 의

해 수신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인터넷 라디오 (radio)를 상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라디오에 대한 고지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이들 IP 전화기 또는 인터넷 라디오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음성정보통신 매개수단은, 광역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

토콜에 따라, 패킷을, 패킷에서 지정된 IP 전화기 또는 인터넷 라디오를 향해 송신하는 수단으로서 구성하면 된다.

고지 정보가 송신되는 소정의 타이밍으로서는, 음성 정보의 통신 개시 때, 음성 정보의 통신 종료 때, 또는 음성 정보

의 통신 도중을 상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음성 정보의 통신의 이용 형태에 따라, 통신의 이용자가 고지 정보를 청취

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으로, 고지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격납되어 있는 고지 정보를 갱신(更新)하는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구 비하는 것이 유용하다. 관리용 클라이언

트 컴퓨터를 설치하면, 고지 정보의 갱신을 용이하게 행할 수가 있다. 또, 고지 정보는, 정보 자체를 접속 장치에 격납

해도 좋지만, 고지 정보를 호출(呼出)하는 인덱스(index)[태그(tag)]만을 접속 장치 측에 기억시켜 두고, 고지 정보 

자체는, 접속 장치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에 보존해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인덱스를 이용하여 고지 

정보를 호출하는 것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대용량의 고지 정보를, 한정된 기억 용량 밖에 가지지 않는 접속 장치 

내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

또, 광역 네트워크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를 접속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로컬 에

리어 네트워크를 거쳐 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루터(router) 수단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광역 네

트워크에 접속된 기기와,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와의 통신에서도, 고지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여기서, 루터 수단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적어도 하나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접속

하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동 단말로 한 음성 정보의 통신에, 고지 정보의 부

가를 행할 수가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더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하, 본 발명을 적용한 접속 장치의 하나로서, 무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하, 무선 LAN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접속 장치를 이용한 무선 IP 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예인 무선 IP 전화 시스템의 전체구성도이다. 이 IP 전화 시스템에서는, 광역 네트워크로서

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IP 전화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접속 장치로

서 무선 LAN 기지국(10a,10b)은, 광역 네트워크인 인터넷(30)에 접속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인 무선 IP 전화

기(20a,20b)는, 이 무선 LAN 기지국(10a,10b)이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에, 클라이언트 컴퓨터로서 접속된다. 무선 

LAN 기지국(10a,10b)은, 각각의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인 무선 존(zone)(40a,40b) 내의 무선 IP 전화기와, 주지(周知

)의 무선 통신에 의해 접속된다. 이 무선 통신은, 무선 LAN을 형성하기 위해 규정된 IEEE802.11b에 준거하여 행해

진다. 무선 존(40a,40b)에는, 서로 겹치는 밴드 오버 에리어(band over area)(50)가 있고, 이 밴드 오버 에리어(50)에

서 무선 LAN 기지국(10a,1Ob) 간의 무선 채널(channel) 교체(切替)(band over)를 행한다. 밴드 오버에 의해, 무선 I

P 전화기(20a,20b)는, 무선 존(40a,40b) 간의 이동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무선 LAN 기지국(10a,10b)에는, 각각 관

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60b)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하, LAN이라 함)를 거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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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3O)에는, 무선 LAN 기지국(10a,10b) 이외에, 게이트키퍼(70), 게이트웨이(80), IP 전화기(90) 등이 접속되어

있다. 게이트키퍼(70)는, IP 전화 단말의 등록, 접속처(接續先)의 어드레스 해결, 대역(帶域) 사용 신청ㆍ허가 등을 행

한다. 게이트웨이(80)는, 가입 전화기(95)가 접속된 가입자 전화망(電話網)(85)에 접속되어, 가입 전화와 IP 전화와의

프로토콜 변환을 행함으로써 상호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무선 IP 전화기(20a,20b) 및 IP 전화기(90)는, 음성 정보

를 패킷 통신에 의 해 송수신하여 음성 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음에, 무선 LAN 기지국(10a,10b)의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도 2는, 무선 LAN 기지국(10a)의 내부 구조를 도

시하는 블록도이다. 무선 LAN 기지국(10a)에는, 인터넷(30)과의 인터페이스를 취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부(100),

무선 LAN과의 인터페이스를 취급하는 무선 LAN 인터페이스부(110),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를 취급

하는 LAN 인터페이스부(120)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무선 LAN 기지국(10a)에는, 각 부(部)로부터의 정보의 처리나

각 부의 제어를 행하는 컨트롤러(130), 컨트롤러(130)에 의한 처리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

리(140),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음성 데이터를 격납하는 고지정보 격납부(150)도 구비되어 있다. 컨트롤

러(130)는, 인터넷(30)과, 무선 LAN 또는 LAN을 상호 접속하는 루터 기능을 구비한다. 무선 LAN 기지국(10b)의 내

부 구조는, 무선 LAN 기지국(10a)의 내부 구조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 LAN 기지국은, 16개까지의 글로벌(global) 어드레스를 취급할 수가 있다. 이들 글로벌한 IP 

어드레스는, 미리 각 무선 LAN 기지국마다 취득하여 할당해 둔다. 무선 LAN 기지국도 하나의 IP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선 LAN 기지국은, 각각, 기지국 본체를 제외한 15개의 IP 어드레스를 무선 IP 전화기에 할당할 수가 

있다. 하나의 무선 LAN 기지국이 취급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의 수는, 그 무선 통신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클라이

언트 컴퓨터 수(數)의 상한치에 따라 미리 정하면 된다.

이어서, 무선 IP 전화기(20a,20b)의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도 3은, 무 선 IP 전화기(20a)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

는 블록도이다. 무선 IP 전화기(20a)에는, 컨트롤러(200), 메모리(210), 무선 LAN 인터페이스부(220), 음성 인터페

이스부 (230), 입력부(240), 표시부(250) 등을 구비한다. 컨트롤러(200)는, 각 부로부터의 정보의 처리나 각 부의 제

어를 행한다. 메모리(210)는, 컨트롤러(200)에 의한 처리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무선 LAN 인터

페이스부(220)는, 무선 LAN과의 입출력을 행한다. 음성 인터페이스부(230)에는, 음성 입력을 행하는 마이크로폰(mi

crophone)(260), 음성 출력을 행하는 스피커(270)가 접속되어, 음성의 입출력을 행한다. 입력부(240)는, 유저(user)

에 의한 다이얼 조작 등을 검지(檢知)한다. 표시부(250)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에 각종 정보를 표시한다. 무선 IP 전화

기 (2Ob)의 내부 구조는, 무선 IP 전화기(20a)의 내부 구조와 동일하다.

이어서,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60b)의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

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는, 컨트롤러(600), 메모리(610), LAN 인터페

이스부(620 ), 데이터베이스 보지부(保持部;보관 유지부)(630),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부 (640), 모니터 등의 표

시부(650) 등을 구비한다. 컨트롤러(600)는, 각 부로부터의 정보의 처리나 각 부의 제어를 행한다. 메모리(610)는, 컨

트롤러(600)에 의한 처리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LAN 인터페이스부(620)는, LAN을 거쳐 무선 

LAN 기지국(10a)과 정보의 교환을 행한다. 데이터베이스 보지부(630)는, 무선 LAN 기지국(10a)의 고지정보 격납부

(150)에 격납되는 음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서 축적한다.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b)의 내부 구조는,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의 내부 구조와 동일하다.

이어서,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가, 음성의 광고 정보인 광고 데이터를 무선 LAN 기지국(10a)의 고지정보 격

납부(150)에 보존하는 처리(이하, 보존 처리라 한다)에 대해 설명한다. 이 광고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의 음성 데

이터를 디지털 기기에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것이고, IP 전화기로 재생 가능한 것이다. 도 5

는, 보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우측이 무선 LAN 기지국(10a)에서의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고, 좌측이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 (60a)에서의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우선,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는,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 매체나 네트워크로부터 판독 입력하는 등으로 하여, 광고 데이터를

메모리(610)에 준비한다(단계 S10). 이어서,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는, LAN을 거쳐, 준비된 광고 데이터를 

무선 LAN 기지국(10a)에 송신한다(단계 S20).

무선 LAN 기지국(10a)은, 송신된 광고 데이터를 수신하면(단계 S30), 수신한 광고 데이터를 고지정보 격납부(150)

에 보존한다(단계 S40). 그 때, 보존 일시(日時)도 함께 보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b)

는, 무선 LAN 기지국(10b)에 대해 보존 처리를 행한다.

이어서, 무선 IP 전화기(20a)의 게이트키퍼(70)로의 등록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무선 LAN 기지국(10a)과의 통신이 

가능한 무선 존(40a)에 들어 있는 무선 IP 전화기(20a)는, 무선 LAN 기지국(10a)에 링크 확립 요구를 송신한다. 무선

LAN 기지국(10a)은, 그 링크 확립 요구를 수신하면, 무선 IP 전화기(20a)에 링크 확립 통 지를 송신함과 동시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무선 LAN 기지국(10a)은, 15대까지 무선 IP 전화기를 접속할 수가 있음은 이미 설명했다. 설

령 16대 째의 무선 IP 전화기가, 링크 확립 요구를 송신해 왔다 할지라도, 이 실시예에서는, 그 요구에 대해 링크 확립

통지는 발행되지 않는다. 이어서, 무선 IP 전화기(20a)는, 무선 LAN 기지국(10a)에 단말 ID를 통지한다. 여기서, 단

말 ID란, 단말을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이며,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 MAC(Media Access Contro1) 어드레

스, 미리 할당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이 있다. 단말 ID를 수신하면, 무선 LAN 기지국 (10a)은, 게이트키퍼(70)로, 이 

단말 ID와, 기지국을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인 기지국 ID를 통지한다.

게이트키퍼(70)는, 단말 lD와 기지국 ID를 수신하면, 게이트키퍼(70)에 구비된 단말 관리 테이블(75)에, 그것을 등록

한다. 도 6은, 단말 관리 테이블(75)의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말 관리 테이블(75)에는, 단말 ID로서 전화

번호, IP 어드레스, MAC 어드레스와, 기지국 ID가 관련지어져 등록되어 있다. 이 등록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무선 

IP 전화기(20a)가, 무선 LAN 기지국(10a)의 무선 존 (40a)로부터, 무선 LAN 기지국(10b)의 무선 존(40b)에 이동하

는 경우에는, 단말 관리 테이블(75)의 IP 어드레스와 기지국 ID가 갱신된다. 이 등록 처리는, 소정의 타이밍,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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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정의 인터벌(interval)로 행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선 IP 전화기(20b)에 대해서도, 무선 존에 들어가면, 등

록 처리가 행해진다.

이어서, 무선 IP 전화기(20a)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b)로 발신하는 경우의 음성 통신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무선 I

P 전화기(20a)의 입력부(240)에, 접속 요 구를 하는 무선 IP 전화기(20b)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무선 IP 전화기(20

a)는, 무선 LAN 기지국(10a)을 거쳐, 게이트키퍼(70)에, 이 전화번호를 송신한다. 게이트키퍼(70)는, 단말 관리 테이

블(75)에 의거하여, 이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무선 IP 전화기(20b)의 IP 어드레스를, 무선 LAN 기지국(10a)을 거쳐, 

무선 IP 전화기(20a)에 송신한다. 무선 IP 전화기(20a)는, 그 IP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그 IP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무

선 LAN 기지국(10a)을 거친 무선 IP 전화기(20b)와의 통신의 접속을 확립한다.

무선 IP 전화기(20a)와 무선 lP 전화기(20b)와의 통신의 접속이 확립되면, 무선 IP 전화기(20a)는, 무선 IP 전화기(20

b)에 발호(發號) 신호를 송신한다. 무선 IP 전화기(20b)는, 발호 신호를 수신하면, 무선 IP 전화기(20a)에 피호(被號) 

신호를 송신한다. 그 후, 무선 IP 전화기(20b)가 온 훅(on hook)됨으로써, 무선 IP 전화기(20b)는, 무선 IP 전화기(20

a)에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무선 IP 전화기(20a)가, 응답 신호를 수신하면, 무선 IP 전화기(20a)와 무선 IP 전화기(20

b)와의 음성 신호의 접속이 확립된다. 그 후, 무선 IP 전화기(20a)와 무선 IP 전화기(20b) 중 어느 하나가 온 훅 되기

까지, 음성 통신 또는 데이터 통신이 행해진다.

여기서, 무선 IP 전화기(20a)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b)로 발신하는 경우의 무선 LAN 기지국(10a)으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a)로의 광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처리(이하, 광고 송신 처리라 한다)에 대해 설명한다. 도 7은, 광고 송신 처

리를 도시한 무선 LAN 기지국(10a)의 흐름도이고, 도 8은, 무선 IP 전화 시스템에서의 통신에 대해 설명하는 시퀀스

도이다. 전술한 무선 IP 전화기(20a)와 무선 IP 전화 기(20b)와의 통신의 접속이 확립된 상태에서, 무선 IP 전화기(20

a)의 사용자가, 무선 IP 전화기(20b)에 전화를 거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우선, 무선 IP 전화기(20a)

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b)를 호출하는 발호 신호가 발생하면(단계 S100), 무선 LAN 기지국(10a)은, 상술한 보존 

처리에 의해 고지정보 격납부(150)에 보존된 광고 데이터를, 무선 IP 전화기(20a)에 송신한다(단계 S110). 무선 IP 

전화기(20a)로부터의 발호 처리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IP 전화기(20b)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a)로의 응답 

신호가 도달할 때까지의 사이에(단계 S120), 광고 데이터의 송신은 계속된다(단계 S110). 응답 신호가 도달하면(단계

S120), 광고 송신 처리를 종료한다. 또, 무선 IP 전화기(20a)로부터 발호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S100), 광고 

송신 처리는 행해지지 않는다.

광고 송신 처리에 의해, 무선 IP 전화기(20a)는, 발호 신호를 송신한 후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무선 LAN 

기지국(10a)으로부터 광고 데이터를 수신하며, 그 광고 데이터를 스피커(270)로 재생한다. 따라서, 전화를 건 사용자

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광고 데이터를 듣게 된다.

또, 무선 IP 전화기(20a)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b)로 발신하는 경우를 기재하였지만, 무선 IP 전화기(20b)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a)로 발신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선 LAN 기지국(10b)으로부터 무선 IP 전화기(20b)에 대해

광고 송신 처리가 행해진다. 또한, 무선 IP 전화기(20a)의 통화 상대는, 무선 IP 전화기 (20b)로서 기재하였지만, IP 

전화기(90)나 가입 전화기(95) 등의 무선 IP 전화기 (20a)와 통화 가능한 단말이면 된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 의하면, 무선 IP 전화기(20a)에 의한 통화 때에,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즉, 무선 

LAN 기지국(10a)이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하기 때문에, 무선 LAN 기지국(10a)과 무선 LAN 기지국(10b)과의 사이

의 인터넷 (30) 상에, 특정한 서버를 설치하는 일 없이,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그 때문에, 무선 IP 전화

기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광고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광고 송신 처리에서의 광고 데이터 송신의 시작기(始期)는, 발호 신호의 유무로 결정되어져 있

지만(단계 S100), 피호 신호의 유무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발호 측의 단말로의 광고 정보의 부가가 아닌, 피호 측

의 단말로의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용 단말로의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

가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로서, 무선 LAN에 접속하는 접속 장치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다. 도 9는, 제 2 실시예인 인터넷 라디오 시스템의 전체구성도이다. 인터넷 라디오 시스템에서는, 무선 LAN 기지국(

10a,10b) ,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60b) 외에, 무선 LAN 기지국(10a,10b)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서 라디오 

수신기(25a,25b) 및 인터넷(30)에 접속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 서버(96)로 구성되어 있다. 라디오 수신기(25a,25b)는,

무선 LAN과 인터넷(30)을 거쳐, 라디오 방송 서버(96)로부터 송신되는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스트리밍 (streamin

g) 기능에 의해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는 인터넷 라디오 수신기이다. 여기서, 스트리밍 기능이란, 음성 데이터의 전부

를 수신하고 나서 재생하는 것이 아니 라,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재생하는 기능이다. 무선 LAN 기지국(10b,10b)

은, 각각의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인 무선 존(40a,40b) 내의 라디오 수신기와 무선 LAN을 거쳐 접속된다. 무선 존(40

a,40b)에는, 서로 겹치는 밴드 오버 에리어(50)가 있어, 그 밴드 오버 에리어(50)에서 무선 LAN 기지국(10a,10b) 간

의 무선 채널 교체 (밴드 오버)를 행한다. 밴드 오버에 의해, 라디오 수신기(25a,25b)는, 무선 존 (40a,40b) 간의 이동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라디오 시스템에서,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60a,60b)가, 고지 정보에 상당하는 광고 데이터를 무선 LAN 

기지국(10a,10b)의 고지정보 격납부(150)에 보존하는 처리에 대해서는, 제 1 실시예에서의 보존 처리와 동일하기 때

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이 광고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의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 기기에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음성 정보이고, 인터넷 라디오 수신기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 수신기(25a)가 음성 데이터의 수신을 할 때, 무선 LAN 기지국(10a)으로부터 라디오수신기(25a)로의 광고 데

이터를 송신하는 처리(이하, 라디오광고 송신처리라 한다)에 대해 설명한다. 도 10은, 라디오광고 송신처리를 도시한 

무선 LAN 기지국(10a)의 흐름도이다. 라디오 수신기(25a)가, 무선 LAN 기지국(10a)으로부터 음성 데이터의 수신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아직 광고 데이터의 송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단계 S200), 무선 LAN 기지국(10a)은,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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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존 처리에 의해 고지정보 격납부(150)에 보존된 광고 데이터를, 라디오 수신기(25a)에 송신하고(단계 S220), 처

리를 종료한다. 라디오 수신기(25a)가 계속해서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 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광고 데이터는 송신

되고 있고(단계 S200), 전회(前回)의 광고 데이터의 송신으로부터 소정의 시간(예를 들면, 15분)을 경과하고 있는 경

우에는(단계 S210), 재차(再度)의 광고 데이터의 송신을 행하고(단계 S220), 처리를 종료한다. 전회의 광고 데이터의

송신으로부터 소정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단계 S210),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처리를 종료한다.

라디오광고 송신처리에 의해, 라디오 수신기(25a)는, 음성 데이터의 수신을 개시할 때와, 음성 데이터의 수신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회의 광고 데이터의 송신으로부터 소정의 시간을 경과한 때에, 무선 LAN 기지국(10a)으로부터

광고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광고 데이터의 재생을 행한다. 또, 무선 LAN 기지국(10b)과 라디오 수신기(25b) 간의 라

디오광고 송신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설명한 제 2 실시예에 의하면, 라디오 수신기(25a)에 의한 음성 데이터의 수신 때에,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즉, 무선 LAN 기지국(10a)이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하기 때문에, 무선 LAN 기지국(10a)과 라디오 방송 

서버(96) 사이의 인터넷(30) 상에, 특정한 서버를 설치하는 일 없이,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라디오 방송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광고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전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취

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접속 장치의 접속처는, 인터넷

(30)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광역 네트워크일 수도 있다. 또한, 접속 장치와 클라이언 트 컴퓨터와의 접속은, 무선 LA

N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선 LAN이나 다른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 접속해도 좋다. 또한, 광고 송신 처리의 타이밍

은, 음성 정보의 통신 개시 때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음성 정보의 통신 종료 때, 또는, 음성 정보의 통신 도중에 행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접속 장치에 보존되는 광고 데이터는, 접속 장치마다 다른 광고 데이터로 하는 것도 가능하

다. 따라서,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지역마다 적합한 광고 정보의 부가를 행할 수가 있다. 또한, 무선 LAN 기지국(

10a)에 보존ㆍ송신되는 고지 정보는, 광고 정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맨션이나 소규모 커뮤니티(community)에

서의 홍보 정보, 이벤트 회장(會場)에서의 안내 정보 등도 포함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통신 정보를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특정한 서버를 설치하는 일 없이, 음성 정보의 부가를

행하는 IP 전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접속 장치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음성 정보를, 고지(告知) 정보로서 격납해 두는 고지정보 격납수단과,

상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접속된 다른 기기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의, 상기 광역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

로토콜(protocol)을 이용한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하는 음성정보통신 매개수단과,

상기 광역 네트워크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서 상기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할 때, 소정의 타이밍으로, 상

기 고지정보 격납수단에 격납된 고지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구비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음성 정보를, 미리 정한 패킷(packet)의 형태에 의해 송수신하여 음성 

통화를 실현하는 IP 전화기이고,

상기 음성정보통신 매개수단은, 상기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패킷을, 그 패킷에서 지정된 IP 전화기를 향해 송신하는 

수단인, 접속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음성 정보를 패킷 통신에 의해 수신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인터넷 라디오

장치이고,

상기 음성정보통신 매개수단은, 상기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패킷을, 그 패킷에서 지정된 상기 인터넷 라디오를 향해 

송신하는 수단인, 접속 장치.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지 정보가 송신되는 상기 소정의 타이밍은, 음성 정보의 통신 개

시 때, 음성 정보의 통신 종료 때, 또는, 음성 정보의 통신 도중인, 접속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지정보 격납수단에 격납되어 있는 상기 고지 정보를 갱신하는 관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구비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역 네트워크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접속함과 동시에,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그 로

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거쳐 상기 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루터(router) 수단을 구비한 접속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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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루터 수단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적어도 하나를, 무선 통

신에 의해 접속하는 수단을 구비한, 접속 장치.

청구항 8.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광역 네트워크에 액세스 포인트를 거쳐 접속하는 방법 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음성 정보를 고지 정보로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격납해 두고,

상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접속된 다른 기기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서, 상기 광역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하며,

상기 광역 네트워크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서 상기 음성 정보의 통신을 매개할 때, 소정의 타이밍으로, 상

기 격납된 음성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송신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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