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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방법 및 그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공중 PSTN망에 적용하여 다수의 일반 전화 및 무선 단말 사용자에게 Phone-PC 또는 PC-PC 방

식의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구축된 통신망 장비, 회선, 가입자 정보, 지능망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자 통신망 자원의 활용성을 높힐 

수 있고, 평생번호의 식별자를 활용함으로써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능형 단말을 이용하여 수

신받고자 하는 등록자에게 사용자가 2단계의 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1단계 번호 입력만으로 통화가 가능함으로써 편

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인터넷폰 개념 및 기준 모델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망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처리되는 신호 흐름을 예시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는 순서

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게이트 키퍼 12, 61 : 게이트웨이

14 : LAN(Local Area Network) 16, 18 : 지능형 단말

20, 36 : PSTN(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22, 24 : PSTN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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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지능망(Intelligence Network; IN)

34 : 서비스 제어 시스템(Service Control Point; SCP)

38, 63 : 로컬 교환기(Local Exchange; LE)

40 : 신호중계기(Service Transport Point; STP)

60 : 등록자A 62 : 평생번호 서버

64 : 사용자B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평생번호 기능을 이용하여 공중망용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PSTN 망에 연결된 단말에서 통화를 시

도함으로써 PC, H.323 단말, IP폰과 같은 지능형 단말에서 수신이 이루어져 통화가 가능한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대로 인해 TCP/IP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인터넷 또는 패킷 망에서

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음성 기술은 인터넷 수요증가와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하여 활성화되고 있으

며, 패킷망에서 음성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폰 서비스는 인터넷과 PSTN망의 연동을 통하여 음성 통신 및 음성 대역 팩스와 같은 음성 트래픽을 인터넷 망

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전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폰 서비스는 송수신자의 통화 형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즉 Phone-Phone 방식, PC-Phone 방식, Phone-PC

방식, PC-PC 방식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Phone-PC 또는 PC-PC 방식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일부 소규모의 제한된 망이나 사설망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중통신망에는 직접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기존 공중통신망에서는 Phone-Phone 방식의 인터넷

폰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지능형 단말이 공중통신망의 전화 또는 무선단말로부터 통화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와 이에 

대응되는 E.164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폰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단말의 IP주소와 E.164 주소를 매핑시켜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렉토리 기능은 IP망이나 PSTN/IN에서 실제 적용에 따라 구현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PSTN에 

지능망의 평생번호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능망 기능을 이용하지 않거나 E.164의 서비스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일반적인 Phone-PC 방식의 음성

통화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자A는 사용자 식별번호와 단말의 IP 주소를 인터넷폰 번호 시스템에 등록한다. 인터넷폰 번호 시스템에서

는 등록자A의 IP 주소에 대응하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찾아서 IP주소와 해당 게이트웨이 주소를 등록자A의 프로파일

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전화, 무선 단말 또는 지능형 단말 사용자B는 등록자A가 가입한 인터넷폰 번호 시스

템에 전화를 건다. 이후 사용자B는 등록자A에 대한 사용자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폰 번호 시스템은 등록자A와

VOIP 회선을 구성한다. 등록자A에게 전화 신호를 보냄에 따라 등록자A가 수화기를 들어 통화하고, 통화가 끝나면 등

록자A 또는 사용자B가 수화기를 내리게 되어 통화를 해제한다.

상술한 일반적인 Phone-PC 방식의 음성통화 절차는 도 1에 도시된 일반적인 인터넷폰 개념 및 기준 모델에 적용된

다.

도 1에 도시된 일반적인 인터넷폰 서비스망은 LAN(Local Area Network)(14)에 게이트 키퍼(10)와 게이트웨이(12)

및 지능형 단말인 PC(16)와 IP폰(18)이 연결되고, PSTN(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20)은 상기 게이

트웨이(12)와 PSTN단말인 무선 단말(22)과 일반 전화(24)가 연결된다.

상기 게이트 키퍼(10)는 등록, 허가 및 상태 관리 기능과 입력된 서비스 호에 대한 라우팅 및 주소 변환 기능을 수행

하고, 상기 게이트웨이(12)는 입력되는 음성을 패킷화하거나 패킷화된 음성을 PCM(Pulse Code Modulation)화하는 

기능과 음성압축, 묵음 제거 기능 및 호설정, 시그널링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인터넷폰 서비스망에 적용되는 종래의 Phone-PC 방식의 음성통화는 2단계의 번호 입력과정이 

필요하다. 즉, 등록자A가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폰 번호 시스템 또는 게이트웨이에 전화를 걸어야 하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사용자 식별번호(Identification; ID)를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자A와의 통화를 위해서는 2번 번호를 입

력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상술한 종래의 일반적인 Phone-PC 또는 PC-PC 방식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사설망이나 소규모 망에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공중망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지능형 단말의 IP 주소와 E.164 주소를 매핑시키기 위

한 디렉토리 기능 구현 및 서비스 식별을 위한 별도의 번호체계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비 및 회선구성에 따른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신규 고객을 유치및 고객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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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공중 PSTN망에 적용하여 다수의

일반 전화 및 무선 단말 사용자에게 저렴한 Phone-PC 또는 PC-PC 방식의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IP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등록자가 지능망에서 관리되는 평생번호에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사용하

는 자신의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최소한 포함하는 등록 정보를 매핑시켜서 등록하는 과정; 사용자가

소정 단말로 PSTN 망에 접속하여 상기 평생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기 평생번호에 매핑된 상기 등록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지능형 단말이 수용된 상기 인터넷 망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상기 등록자의 지능형 단말과 상기 사

용자의 단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과정; 및 상기 등록자나 상기 사용자 중 어느 한 쪽의 통화 해제 요청에 의

하여 양자 간의 통화가 해제되는 과정을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 번호에 대하여 등록자의 인터넷망 주소를 최

소한 포함하는 등록 정보를 지능망에 등록하여, PSTN 망과 지능망 간의 매핑을 상기 등록정보로 수행하는 디렉토리 

기능을 상기 특정 번호에 대한 호 연결 환경으로 설정하는 과정; 상기 PSTN 망에 접속한 임의 사용자가 상기 번호를 

이용하여 호 연결 요청을 하면, 상기 디렉토리 기능에 따른 매핑을 수행하여 상기 등록자와 상기 사용자 간의 음성 통

화로를 설정하는 과정; 상기 음성 통화로가 설정된 후 어느 한 쪽으로부터 해제 요청이 있으면 상기 음성 통화로를 해

제시키는 과정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평생번호를 지능망에서 관리하고, 상기 평생번호에 등록자의 인터

넷망 주소와 그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PSTN 망의 주소를 등록시켜서 매핑 관계를 설정하는 디렉토리 기

능이 설정됨으로써 상기 PSTN 망에 접속한 사용자가 단말로 상기 평생번호를 입력하면 상기 디렉토리 기능으로 상

기 등록자와 상기 사용자 간의 음성통화로가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지능망에서, 평생번호에 등록자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매핑시켜서 저장하고, 평생번호 질의에 대응하여 매핑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번호 서버; PSTN 망

에서, 특정 사용자가 상기 평생번호로 호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평생번호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매핑된 정보로 

인터넷 망과 상기 호설정을 수행하는 교환 수단; 및 상기 인터넷 망에서, 교환 수단의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등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정을 시도하여,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상기 인터넷 망의 등

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중계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

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평생번호에 인터넷 망에 접속되는 등록자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능형 단말의 인

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매핑시켜서 저장하고, 평생번호 질의에 대응하여 매핑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망; 특정 사용자

가 상기 평생번호로 호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평생번호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매핑된 정보로 인터넷 망과 상기 

호설정을 수행하는 PSTN 망 및 상기 PSTN 망으로부터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상

기 등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정을 시도하여,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등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상기

인터넷 망;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상기 사용자의 폰(Phone)과 상기 등록자의 PC 

간 또는 상기 사용자의 PC와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지능형 IP단말이 공중통신망의 전화 또는 무선단말로부터 통화를 수신하

기 위하여 개별 할당된 번호를 이용하여 지능형 IP단말의 IP주소에 대응되는 E.164 주소를 연동시킨다. 인터넷폰 서

비스 시스템에서 상기한 연동을 위한 지능형 IP 단말의 IP주소와 E.164 주소를 매핑시켜 주는 디렉토리 기능은 지능

망에서 관리되는 평생번호 기능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번호 부여 및 지능망의 평생번호를 이용한 디렉

토리 기능을 제공하여 Phone-PC 또는 PC-PC 방식의 인터넷폰 서비스를 공중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발

명은 Phone-PC 또는 PC-PC 방식으로 상기한 디렉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나 무선 단말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능형 IP단말(PC, IP폰, H.323단말)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예로써 평생번호를 이용한 Phone-P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한 단말과 

통신망간의 구조 및 서비스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게이트웨이(12)는 음성을 패킷화 또는 패킷화된 음성을 PCM화하는 기능과 음성 압축, 묵음 제거 기능 및 호설정 및 

시그널링 중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게이트 키퍼(10)는 등록, 허가 및 상태 관리(Registration Admission and Status;

RAS) 기능과 호 라우팅 기능 및 주소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기 게이트 키퍼(10)는 인터넷 망(50)에 연결되고, 그 인터넷 망(50)에는 PC(16)와 IP폰(18)도 연결된다.

상기 게이트웨이(12)는 그 인터넷 망(50)과 PSTN(36) 및 지능망(30)에 연결된다. 상기 PSTN(36)과 지능망(30)의 

경계선에는 신호중계기(Service Transport Point;STP)(40)가 설치된다. 상기 지능망(30)에는 서비스 제어 시스템(S

ervice Control Point;SCP)(34) 및 이 서비스 제어 시스템(34)에 연결되고 평생번호(Personal Number; PN)와, 지

능형 단말의 IP 주소와 그에 대응되는 E.164 주소가 저장된 저장수단(32)이 있다.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IP 주소와 그에 대응되는 E.164 주소를 매핑하는 디렉토리 기능은 서비스 제어 시스템(34)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평

생번호의 관리 관점에서 서비스 제어 시스템(34)은 도 3에서 후술되는 평생번호 서버(62)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PS

TN(36)에는 일반전화(24)와 연결된 로컬 교환기(Local Exchange;LE)(38)가 있다.

상기 서비스 제어 시스템(34)은 시그널링 정보 전달을 위해 신호중계기(40)를 통해 상기 게이트웨이(12)와 연결되고,

상기 로컬 교환기(38)는 상기 신호중계기(40)와 게이트웨이(12)에 연결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별로 처리되는 신호 흐름을 예시한 흐름도이다. 흐름도는 지능형 단말(16, 18)

을 사용하는 등록자 A와 평생번호 서버(62)(서비스 제어 시스템(34))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 즉 평생번호에 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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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를 설정하는 과정 (가), PSTN 망(36)의 사용자 B가 인터넷 망(50)의 등록자 A와 통화를 시도하여 통화하는 과정

(나), 및 등록자 A와 사용자 B 간의 통화가 해제되는 과정(다)으로 구분된다. 먼저, 도 3의 (가)의 과정을 살펴보면, 등

록자A(60)가 평생번호 서버(62)에 특정 번호로 정해진 자신의 평생번호에 지능형 단말의 IP 주소를 등록시키는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평생번호 서버(62)는 등록자A(60)가 경유하여 엑세스한 게이트웨이(61)(도 2의 12)의 주소를 확

보하고 등록자A(60)의 IP 주소를 요청한다. 그에 따라서 등록자A(60)는 요청된 자신의 IP 주소를 평생번호 서버(62)

에 전달하며, 평생번호 서버(62)는 등록자A(60)의 IP 주소(게이트웨이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와 그에 대응

되는 E.164 주소를 매핑시켜서 평생번호로 등록하고, 매핑 정보는 프로파일로 저장하고 등록을 수락하는 메시지를 

등록자A(60)로 전송하여 등록 과정을 종료한다. 여기에서, 평생번호 서버(62) 역할은 도 2의 서비스 제어 시스템(34)

에서 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프로파일의 저장은 저장수단(32)에 저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등록자A(

60)의 평생번호와 등록정보를 매핑한 상태에서 본 발명에 의한 디렉토리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가 (나) 과정과 같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사용자B(64)가 등록자A(60)와 통화하기 위해서 PSTN 단말(22, 24)을 이용하여 등록자A(6

0)가 등록한 번호인 평생번호를 입력한다. PSTN 단말(22, 24)에서 평생번호가 입력되면, 로칼 교환기(63)(도 2의 38

)는 입력된 번호를 확인하여 평생번호이면 지능망(30)의 평생번호 서버(62)에 평생번호의 등록여부와 매핑정보를 질

의한다(62). 평생번호 서버(62)는 로칼교환기(63)에서 평생번호 질의가 있으면 지능형 IP 단말 수신 서비스 등록번호

인가 확인한 후 상기 서비스로 등록된 번호이면 해당하는 등록정보(E.164 주소, 등록자A의 IP 주소 및 해당하는 게이

트웨이 주소)를 로칼교환기(63)에 전달한다. 즉, 평생번호 서버(62)는 상기한 바와 같이 평생번호에 대한 디렉토리 기

능을 수행하여 그에 매핑되는 상기한 등록정보를 제공한다. 로칼교환기(Local Exchange)(63)는 등록정보에 해당하

는 주소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61)에 등록자A의 IP 주소와 호설정을 요청하며, 게이트웨이(61)는 요청된 등록자A에

대한 IP 주소에 호설정을 요청한다. 그 결과, 등록자A(60)와 VoIP 채널 설정이 이루어지면, 게이트웨이(61)와 로칼교

환기(63) 간의 호설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등록자A(60)와 사용자B(64) 간의 음성 통화로 설정이 완료되며, 그에 따라

서 A, B 양자간의 통화가 이루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양자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등록자A(60) 또는 사용자B 중 어느 한 쪽에서 수화기를 내려

서 통화해제가 요청되면, 통화상태가 해제된다. 이때, 등록자A(60)가 통화해제를 먼저 요청하면 게이트웨이(61)에서 

로칼교환기(63)로 통화해제가 요청됨에 따라서 후차적으로 사용자B(64)가 통화해제를 요청함에 따라서 통화해제가 

완료된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B(64)가 통화해제를 먼저 요청하면 로칼교환기(63)에서 게이트웨이(61)로 통화해제가

요청됨에 따라서 후차적으로 등록자A(60)가 통화해제를 요청함에 따라서 통화해제가 완료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평생번호에 IP를 등록하는 (가) 과정은 지능형 단말에 대한 다른 IP주소 또는 다른 수신 방법으로 변

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만 요구되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나) 과정과 통화해제가 이루어지는 (다) 과정은 통화

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법의 (나) 과정과 (다) 과정의 흐름을 도시한 순서도로서, 등록자A(60)

가 평생번호 서비스 등록 후에 사용자B(64)가 등록자A(60)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폰 서비스 

시스템이 처리하는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대기상태(단계 70)에서 사용자B(64)가 등록자A(60)와의 통화요청을 위해 착신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로컬 교환기(63

)에게 착신번호가 수신되고(단계 71), 상기 로컬 교환기(63)는 평생번호 서버(62)에게 현재 입력된 착신번호가 평생

번호인지를 문의하게 된다(단계 72, 73).

그 결과 상기 착신번호로서 지능형 IP단말의 수신번호가 아닌 다른 단말로 등록된 경우에 상기 평생번호 서버(62)는 

상기 로컬 교환기(63)에게 등록단말 번호 를 전달하고(단계 74에서 "n"), 로컬 교환기(63)는 다른 등록 단말로 호설정

을 하게 된다(단계 75).

그러나, 상기 착신번호가 지능형 IP단말로 등록되어 있으면 착신번호에 대한 게이트웨이(GW)번호를 로컬 교환기(63

)에게 전송하고(단계 74에서 "y") 상기 로컬 교환기(63)는 지능형 단말 수신 서비스로 인식하여 해당 게이트웨이와의 

호 시그널링을 행한다(단계 76).

상기 단계 76의 호 시그널링에 의해 해당 게이트웨이(61)는 사용자B(64)의 호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자A(60)와 

게이트웨이(61)간에 VOIP호 설정이 되도록 하며 이로써 사용자B(64)와 등록자A(60)간에 통화로가 개설된다(단계 7

7).

상기 사용자B(64)와 등록자A(60)간의 통화로 설정이 완료되면(단계 78) 서비스 이용 정보를 기록하고(단계 79), 사

용자B(64)와 등록자A(60)간의 통화가 행해지게 하고(단계 80), 상기 사용자B(64)와 등록자A(60)중에서 어느 한쪽에

서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면 통화가 해제된다(단계 81).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신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지능

망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망 구축, 장비 도입, 가입자 관리 시스템, 서비스 로직, 마케팅에 따르는 설비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된 통신망 장비, 회선, 가입자 정보, 지능망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자 통신망 

자원의 활용성을 높힐 수 있으며, 평생번호의 식별자를 활용함으로써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

능망 기능을 이용 및 확장함으로써 게이트키퍼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망으로의 음성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음성 압축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등록자 및 사용자에게 많은 통화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일반 전화나 무선단말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PC나 IP폰, H.323 단말 등과 같은 지능형 IP단말을 이용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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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능망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사설망이나 제한된 이용자간의 활용이 아닌 공중망 이용자

에게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지능형 단말을 이용하여 수신받고자 하는 등록자에게 사용자가 2단계의 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1단계 번호 입력만으로 통화가 가능함으로써 편리함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및 변형

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수정 및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자가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사용하는 자신의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최소한 포함하는 등록 정보

를 지능망에서 관리되는 평생번호에 매핑시켜서 등록하는 과정;

사용자가 소정 단말로 PSTN 망에 접속하여 상기 평생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기 평생번호에 매핑된 상기 등록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지능형 단말이 수용된 상기 인터넷 망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상기 등록자의 지능형 단말

과 상기 사용자의 단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과정; 및

상기 등록자나 상기 사용자 중 어느 한 쪽의 통화 해제 요청에 의하여 양자 간의 통화가 해제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자의 지능형 단말과 상기 사용자 간의 상기 음성 통화로 설정은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3.
특정 번호에 대하여 등록자의 인터넷망 주소를 최소한 포함하는 등록 정보를 지능망에 등록하여, PSTN 망과 상기 지

능망 간의 매핑을 상기 등록정보로 수행하는 디렉토리 기능을 상기 특정 번호에 대한 호 연결 환경으로 설정하는 과

정;

상기 PSTN 망에 접속한 임의 사용자가 상기 특정 번호를 이용하여 호 연결 요청을 하면, 상기 디렉토리 기능에 따른 

매핑을 수행하여 상기 등록자와 상기 사용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과정;

상기 음성 통화로가 설정된 후 어느 한 쪽으로부터 해제 요청이 있으면 상기 음성 통화로를 해제시키는 과정을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사용자의 폰(Phone)과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사용자의 PC와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

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번호는 평생번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평생번호를 지능망에서 관리하고, 상기 평생번호에 등록자의 인터넷망 주소와 그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PSTN 망의 주소를 등록시켜서 매핑 관계를 설정하는 디렉토리 기능이 설정됨으로써 상기 PSTN 망에 접속한 사용

자가 단말로 상기 평생번호를 입력하면 상기 디렉토리 기능으로 상기 등록자와 상기 사용자 간의 음성통화로가 설정

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지능망에서, 평생번호에 등록자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매핑시켜서 저장하고, 

평생번호 질의에 대응하여 매핑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번호 서버;

PSTN 망에서, 특정 사용자가 상기 평생번호로 호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평생번호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매핑된 정

보로 인터넷 망과 상기 호설정을 수행하는 교환 수단; 및

상기 인터넷 망에서, 교환 수단의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등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정을 시도하여,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상기 인터넷 망의 등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중계 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수단은 로컬 교환기로써 상기 지능망과 경계를 이루는 신호중계기를 경유하여 상기 평생번호 서버로 상기 

평생 번호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매핑된 정보를 전달받고, 상기 매칭 정보로써 상기 중계 수단으로 호설정을 요

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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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수단은 게이트웨이로써 상기 중계수단의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상기 등

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정을 시도하여 VoIP 채널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상기 인터넷 망의 등

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

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상기 사용자의 폰(Phone)과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상기 사용자의 PC와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3.
평생번호에 인터넷 망에 접속되는 등록자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매핑시켜서 

저장하고, 평생번호 질의에 대응하여 매핑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망;

특정 사용자가 상기 평생번호로 호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지능망에서 제공되는 상기 매핑된 정보로 인터넷 망과 상기

호설정을 수행하는 PSTN 망 및

상기 PSTN 망으로부터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상기 등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

정을 시도하여,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등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하는 상기 인터넷 망;을 구비함을 특징으

로 하는 평생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PSTN 망은 로컬 교환기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지능망과 경계를 이루는 신호중계기를 경유하여 상기 지능망으로

상기 평생 번호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매핑된 정보를 전달받고, 상기 매칭 정보로써 상기 인터넷 망으로 호설정

을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망은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상기 PSTN 망으로부터 호설정 요청이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

소의 상기 등록자의 지능망 단말과 호설정을 시도하여 VoIP 채널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PSTN 망의 사용자와 상기 인

터넷 망의 등록자 간의 음성 통화로를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

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상기 사용자의 폰(Phone)과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로는 상기 사용자의 PC와 상기 등록자의 PC 간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 번호를 이용한 지능형

단말의 인터넷폰 수신 서비스 제공 시스템.

도면



등록특허  10-0406571

- 7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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