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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장치는 케이블망에서 제1케이블 폰과 제2케이블 폰 간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디렉
토리부, 헤드엔더부를 구비한 복수개의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및 복수개의 라우터를 포함한다. 디렉토리부
는 제1케이블 폰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복수개의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각각은 
제2케이블 폰의 전화번호 입력에 근거하여 상기 디렉토리부에 저장된 IP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
된 IP 어드레스로부터 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속 음성 세션을 결정한 후 제1케이블폰과 통화로를 설정
하는 헤드엔더부를 구비한다. 복수개의 라우터 각각은 상기 각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상호간에 연결을 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스위치망인 PSTN 망과는 달리 케이블 망은 패킷 형태의 망이므로 지역내 통화시 통화
료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케이블 망내에서의 음성 통화는 케이블의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므로 PSTN 망에
서의 압축이나 지연으로 인한 음질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PSTN망을 이용하여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장치에서 케이블 망내에서의 통화 또는 케이블 망에서 PSTN 망으로의 통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장치에서 PSTN 망에서 케이블 망으로의 통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케이블 망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서 제공되는 전화서비스를 케이블 텔리포니에 확대 적용한 아이피가 지원되는 케이블 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이하, PSTN이라 함)은 교환기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전화를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의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도 1은 PSTN망을 이용하여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텔리포니 서비스는 인터넷/인터라넷 망에서 전화 대 전화, PC 대 전화, 전화 대 PC, PC 대 PC 
간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이다.  도 1에 도시된 서비스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
기(106)는 PSTN(104)을 통해 IP 게이트웨이((Information Provider Gateway; 102)에 전화를 하고, IP 게
이트웨이(102)의 ARS 요구에 따라 수신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디렉토리 서버
(108)에 주소 해결(Address Resolution;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주소를 실제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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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요구하여 수신 전화 번호에 해당하는 IP 게이트웨이의 IP 어드레스를 가져
온다.  H.323  프로토콜을  통한  Call  Signalling(H.225.0)과  Negotiation(H.245)을  수행하여  음성 세션
(Session;  컴퓨터에 연결된 순간에서부터 컴퓨터와의 연결이 단절되는 순단까지의 하나의 논리적인 단
위)을 설정한다.  IP  게이트웨이(110)는  Negotication을  통하여 주고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기
(114)를 연결한다. IP 게이트웨이(102, 104)는 음성 IP 패킷을 주고 받고, IP 게이트웨이(110)는 음성 IP 
패킷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전화기(114)로 전달한다. 

도 1에 도시된 PSTN 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서비스
가 지연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자는 먼저, 게이트웨이에 전화를 해야 하고(이 때 5-8자리 전화 번
호 입력), 게이트웨이의 요구에 의하여 수신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이 때, 5-8자리 전화 번호 입력), 공
중(Public) 서비스시에는 과금을 위한 핀 번호를 입력(10자리 ID 번호)해야 하므로 상당한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통화 설정(Call Setup)을 위하여 상위 프로토콜(TCP, UDP/IP)을 사용하므
로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된다. 인터넷 대역의 가변성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다. 

둘째, 압축과 지연으로 인해 음질이 저하된다. 셋째, 사용이 복잡하다. 여러 자리의 전화번호 입력과 핀 
번호의 기억 및 입력하는 등 사용방법이 복잡하다.(이로 인해 통화가 되려면 30초에서 1분 정도가 소요되
는 것을 초래한다.)  넷째, 통화를 위해 적어도 PSTN 두 통화가 필요하므로 과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에서 제공되는 전화서비
스를 케이블 텔리포니에 확대 적용한 아이피가 지원되는 케이블 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및 방법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케이블망에서 제1케이블 폰과 제2케이블 폰 간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디렉토리부, 헤드엔더부를 구비한 복수개의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및 복수개의 라우터를 
포함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가 제공된다. 

디렉토리부는 제1케이블 폰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복수개의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각각은 제2케이블 폰의 전화번호 입력에 근거하여 상기 디렉토리부에 저장
된 IP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IP 어드레스로부터 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속 음성 세션을 
결정한 후 제1케이블폰과 통화로를 설정하는 헤드엔더부를 구비한다. 복수개의 라우터 각각은 상기 각 네
트워크 세그멘트부 상호간에 연결을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케이블망에서 제1케이블 폰과 제2케이블 폰 간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단계 내지 제3단계를 포함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이 제공된다. 제1단계는 제1케이블 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디렉토리
를 체크하여 상기 제1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이다. 제3단계는 상기 제2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피어-투-피어 IP 텔레포니를 설
정하여 제1 및 제2케이블 폰 사이에 통화를 연결하는 단계이다. 

상기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STN 망의 전화와 케이블망의 케이블 폰 사이에 인터넷 텔리포
니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단계 내지 제3단계를 포함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
포니 서비스 방법이 제공된다. 제1단계는 수신측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디렉토리 엑
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제1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가  PSTN  망의  전화번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상기 제2단계에서 PSTN 망의 전화번호라고 판단되면, 인터넷 텔리포니 게이트웨이를 
통해 케이블 폰과 PSTN망의 전화와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PSTN 망에서 케이블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제4단계 내지 제7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4단계는 케이블 망의 전화번호를 입력하
는 단계이다. 제5단계는 소정의 망을 통해 케이블망과의 연결을 위한 인터넷 텔리포니 게이트웨이와 통화
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제6단계는 상기 제4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
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제7단계는 상기 제6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PSTN 
망의 전화와 케이블망의 케이블 폰 사이에 피어-투-피어 IP 텔레포니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어서,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장치는 제1 및 제2네트워크 세그멘트부(200, 240), 제1 및 제2DIB(Directory Information 
Base; 218, 264), 제1 및 제2ITG(Internet Telephony Gateway; 220, 262), 제 1 및 제2PSTN폰(256, 258), 
WWW(World Wide Web; 252), 인터넷(254), PSTN(260)을 포함한다. 

제1네트워크 세그멘트부(200)는 제1헤드엔드(Headend)부(202), 제1라우터(216), 제1허브(Hub; 204), 케이
블 모뎀(206), 제1 및 제2케이블 폰(208, 214), 케이블 팩스(210), 케이블 TV(212)를 포함한다. 제2네트
워크 세그멘트부(240)는 제2헤드엔드부(242), 제2라우터(250), 제2허브(244), 제3 및 제4케이블 폰(246, 
248)을 포함한다. 

DIB(218, 264)는 케이블 폰(208, 214, 246, 248)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제1헤
드엔드부(202)는 제1 또는 제2케이블 폰(208, 214)의 전화번호가 케이블 모뎀(206) 및 제1허브(204)를 통
해 입력되면, 제1DIB(218)에 저장된 IP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IP 어드레스로부터 IP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접속 음성 세션을 결정한 후 제2 또는 제1케이블 폰(214, 208)과 통화로를 설정한다.  라
우터(216, 250)는 네트워크 세그멘트부(200, 240) 상호간, ITG(220, 262) 또는 인터넷(254)의 WWW(252)과 
연결한다. 

도 2에서 네트워크 세스멘트부(200, 240)는 트리(Tree) 형태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케이블 폰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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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은 IP 프로토콜은 내장하고 인터넷에서의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이더넷(Ethernet) 폰으로 가정한다. 
또한 일반 PSTN 사용자의 단말과는 달리 단말이 화상을 지원하면, 케이블 폰은 비디오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 모뎀(206)을 통해 케이블 팩스(210), 케이블 TV(212)도 이용할 수 있다. 도 2에서 
네트워크 세그멘트부는 2개만 도시되어 있으나 케이블 백본 망상에 복수개 연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네트워크 세그멘트부가 복수개 연결된 케이블망 전체가 하나의 지역 인터라넷 망으로 설정되어 운영될 수 
있다. 

이어서,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도 3의 케이블 망내에서의 통화 또는 케이블 망에서 PSTN 망으로의 통화에 대해 설명한다. 수신측 
전화번호를 입력한다.(300단계) 케이블 망내에서의 통화의 경우, 수신측 전화는 제1 또는 제2케이블 폰
(208, 214)이 되고, 케이블 망에서 PSTN 망으로의 통화의 경우는 수신측 전화는 PSTN 폰(256, 258)이 된
다. 따라서, 수신자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케이블망의 가입자일 수도 있고, 일반 PSTN 망의 가입자일 수
도 있다. 케이블 망의 전화번호 체계는 PSTN 망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일
반 전화번호와 IP 어드레스의 쌍으로 구성되며 기타 여러 가지 Attribute를 가질 수 있다. 

표 1은 각 DIB(218, 264)에 저장된 디렉토리 정보를 나타낸다. 

[표 1]

 전화번호  IP 어드레스   기타 Attribute

  0331-ABCD-WXYZ    XXX.XXX.XXX.XXX  ...

  02-EFGH-STUV   YYY.YYY.YYY.YYY  ...

  053-IJKL-OPQR   ZZZ.ZZZ.ZZZ.ZZZ  ... 

전화번호가 입력되면, 제1헤드엔드부(202)는 제1DIB(218)를 체크하여 입력된 케이블 폰(208, 214)의 전화
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302, 304단계) 304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
한다고 판단되면, 케이블 폰(208, 214)사이에 피어-투-피어(peer-to-peer) IP 텔리포니를 설정하여 통화
를 연결한다.(306, 310단계) 

304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1헤드엔드부(202)는 제1라우터(216)를 통해 
ITG(220, 262)와 통화로를 설정하고, PSTN(260) 망을 통해 PSTN 폰(256, 258)과 통화를 연결한다.(308단
계)

다음은 도 4의 PSTN 망에서 케이블 망으로의 통화에 대해 설명한다. 

수신측  전화번호를  입력한다.(400  단계)  수신측  전화는  케이블  폰(208,  214,  246,  248)이  된다. 
T1/T2/T3/E1망을 통해 ITG(220, 262)와 연결한다.(402단계) ITG(220, 262)와 연결되어 라우터(216, 250)
를 통해 전화번호가 입력되면, 헤드엔드부(202, 242)는 DIB(218, 264)를 체크하여 입력된 전화번호에 해
당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404, 406단계) 406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판
단되면, PSTN 폰(256, 258)과 케이블 폰(208, 214)사이에 피어-투-피어(peer-to-peer) IP 텔리포니를 설
정하여 통화를 연결한다.(408, 410단계)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
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케이블 망자체를 하나의 인터라넷 망으로 간주한 것으로, 종래의 PSTN 폰과는 달리 IP 상에서 
음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이다. 단말 장치의 형태가 화상을 지원하는 경우 케이블 폰은 비디오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스위치
망인 PSTN 망과는 달리 케이블 망은 패킷 형태의 망이므로 지역내 통화시 통화료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케이블 망내에서의 음성 통화는 케이블의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므로 PSTN 망에서의 압축이나 지연으로 인
한 음질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케이블망에서 제1케이블 폰과 제2케이블 폰 간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1케이블 폰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디렉토리부 및

제2케이블 폰의 전화번호 입력에 근거하여 상기 디렉토리부에 저장된 IP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
된 IP 어드레스로부터 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속 음성 세션을 결정한 후 제1케이블폰과 통화로를 설정
하는 헤드엔더부를 구비한 복수개의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및

상기 각 네트워크 세그멘트부 상호간의 연결을 위한 복수개의 라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
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세그멘트부가 복수개 연결된 케이블망 전체가 하나의 지역 인터라넷 망으
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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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폰의 전화번호 체계는 PSTN 망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체게와 동일함을 특징
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폰의 사용자 단말이 영상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케이블 폰은 비디오 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PSTN 망과 상기 라우터와의 연결을 위한 복수개의 인터넷 텔리포니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장치. 

청구항 6 

케이블망에서 제1케이블 폰과 제2케이블 폰 간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케이블 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제1단계;

디렉토리를 체크하여 상기 제1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
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피어-투-피어 IP 텔레포니를 설정하여 제1 및 제2
케이블 폰 사이에 통화를 연결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
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PSTN 망의 전화와 케이블망의 케이블 폰 사이에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수신측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제1단계;

디렉토리 엑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제1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가 PSTN 망의 전화번호인지를 판단하
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PSTN  망의 전화번호라고 판단되면, 인터넷 텔리포니 게이트웨이를 통해 케이블 폰과 
PSTN망의 전화와 연결시키는 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PSTN 망에서 케이블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케이블 망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제4단계;

소정의 망을 통해 케이블망과의 연결을 위한 인터넷 텔리포니 게이트웨이와 통화로를 설정하는 제5단계;

상기 제4단계에서 입력된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제6단계; 및

상기 제6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PSTN 망의 전화와 케이블망의 케이블 폰 사이에 
피어-투-피어 IP 텔레포니를 설정하는 제7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가 지원되는 케이블
망에서의 인터넷 텔리포니 서비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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