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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화상 통화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H.324M망에 속한 단말기와 H.323망에 속한 단말기 및 SIP망에 속

한 단말기간에 그룹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말기가 그룹 회의를 생성한 상태에서 타 단말기들이 아이피 멀티

미디어 서브시스템(IMS)에 접속해 특정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

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이하 "IMG"라 함)에서 이동통신 교환국(이하 "MSC"라 함)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

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Call Setup, IAM, 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로 전송하는 제 1 단

계;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

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을 상기 IMG로 전송하

는 제 2 단계;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MSC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로 상기 그룹 회의 화상

호 설정 요청에 대한 응답[ANM, Connect]을 보내서 H.324M 단말기와 연결되면 상기 H.324M 단말기와 가입자 화상 전

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H.245 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 3 단계;

상기 IMG에서 단말 상호간 협상이 수행 완료되면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 완료 사실을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통보

[ACK, ACK]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4M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아이디를 입력[UII]받는 제 4 단계;

상기 IMG에서 H.324M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전송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H.324M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

기 H.324M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H.324M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이하 "IMG"라 함)에서 게이트키퍼(이하 "G/K"라 함)의 중계를 통해 H.323 단말기로부터 가

입자 화상 전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을 디폴트 파라미터로 하기 위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Fa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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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로 패스트 셋업 처리 대기[Call Proceeding/

Alerting]를 명령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이트 메시지

[INVITE]로 변환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로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

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을 상기 IMG로 전송하

는 제 2 단계;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로 접속[Fast

Connect]해 H.323 단말기와 IMG간에 연결되면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아이디를 입력[UII]

받는 제 3 단계;

상기 IMG에서 H.323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전송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H.323 단말기 개

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기

H.323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H.323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에서 멀티미디어 세션 콘트롤 시스템(이하 "MSS"라 함)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로

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INVITE, 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

상호 설정 요청 사항에 상응하는 상기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를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포

워딩시키는 제 1 단계;

상기 AS에서 상기 인바이트 메시지[INVIT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MSS의 중계를 통

해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SIP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AS에서 응답 메시지[200 OK]를 전송한 결과로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SIP 단말기로부터 임시응답 메시지[ACK]

를 받아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이 완료되고 나서 SIP 단말기와 AS간에 연결되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로부터 그

룹 회의 아이디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입력받는 제 3 단계; 및

상기 AS에서 SIP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를 MRC로 전송해 이에 대한 응답[200

OK]을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SIP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기 SIP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SIP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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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 중 특정 H.324M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이 H.324M 단말

기 A를 특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과정은,

상기 IMG에서 MSC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 A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Call Setup, IAM, 그룹 회의 조

회 요청]을 받으면 상기 H.324M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AS로 전송하는 제 1 과정;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4M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MRC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을 상기 IMG로 전송하는 제 2 과정;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MSC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 A로 상기 그룹 회의 화

상호 설정 요청에 대한 응답[ANM, Connect]을 보내서 H.324M 단말기 A와 연결되면 상기 H.324M 단말기 A와 가입자

화상 전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H.245 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 3 과정;

상기 IMG에서 단말 상호간 협상이 수행 완료되면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 완료 사실을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통보

[ACK, ACK]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4M 단말기 A에게 그룹 회의 리스트를 제공해 이 H.324M 단말기 A로부터 특

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받아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입력[UII]받는 제 4 과정;

상기 IMG에서 H.324M 단말기 A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인포 메시지[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

해 MRC로 전송하는 제 5 과정; 및

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특정 단말

기 B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H.324M 단말기 A를 참여시키고, 이 H.324M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

[INFO]를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로 알리는 제 6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 중 특정 H.323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이 H.323 단말기 A

를 특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과정은,

상기 IMG에서 G/K의 중계를 통해 H.323 단말기 A로부터 가입자 화상 전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을 디폴트 파라

미터로 하기 위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Fast Setup, 그룹 회의 조회 요청]을 받으면 상기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 A로 패스트 셋업 처리 대기[Call Proceeding/Alerting]를 명령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 A

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AS로 전송하는 제 1 과정;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3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MRC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을 상기 IMG로 전송하는 제 2 과정;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 A로 접속[Fast

Connect]해 H.323 단말기 A와 IMG간에 연결되면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 A에게 그룹 회의 리스트를 제공해

이 H.323 단말기 A로부터 특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받아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입력[UII]받는 제 3 과

정;

상기 IMG에서 H.323 단말기 A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인포 메시지[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전송하는 제 4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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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특정 단말

기 B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H.323 단말기 A를 참여시키고, 이 H.323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INFO]

를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로 알리는 제 5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

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 중 특정 SIP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이 SIP 단말기 A를 특

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과정은,

상기 AS에서 MSS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 A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INVITE, 그룹 회의 조회 요청]을 받

으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에 상응하는 상기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를

MRC로 포워딩시키는 제 1 과정;

상기 AS에서 상기 인바이트 메시지[INVIT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MSS의 중계를 통

해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SIP 단말기 A로 전송하는 제 2 과정;

상기 AS에서 응답 메시지[200 OK]를 전송한 결과로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SIP 단말기 A로부터 임시응답 메시지

[ACK]를 받아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이 완료되고 나서 SIP 단말기 A와 AS간에 연결되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

A에게 그룹 회의 리스트를 제공해 이 SIP 단말기 A로부터 특정 단말기 B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받아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입력받는 제 3 과정; 및

상기 AS에서 SIP 단말기 A로부터 입력받은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MRC로 전송해 이에 대한 응답

[200 OK]을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상기 특정 단말기 B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SIP 단말기 A를 참여시키고,

이 SIP 단말기 A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INFO]를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로 알리는 제 4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특정 단말기를 참여시키고 나서 상기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 중 H.324M 단말기로 상기 특정

단말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알리는 과정은,

상기 AS에서 상기 특정 단말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INFO]를 IMG로 전송하면, 이에 상기 IMG에서 상기 인포 메시지

[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의 목적지를 판별한 결과로 H.324M 단말기이면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

사]를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여 상기 H.324M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

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특정 단말기를 참여시키고 나서 상기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 중 H.323 단말기로 상기 특정 단

말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알리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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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S에서 상기 특정 단말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INFO]를 IMG로 전송하면, 이에 상기 IMG에서 상기 인포 메시지

[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의 목적지를 판별한 결과로 H.323 단말기이면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

사]를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여 상기 H.323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

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특정 단말기를 참여시키고 나서 상기 그룹 회의 참여 단말기들 중 SIP 단말기로 상기 특정 단말

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알리는 과정은,

상기 AS에서 상기 특정 단말기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INFO]를 IMG로 전송하면, 이에 상기 IMG에서 상기 인포 메시지

[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의 목적지를 판별한 결과로 SIP 단말기이면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참여 의사]

를 상기 SIP 단말기로 포워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H.324M 단말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상기 IMG에서 MSC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4M 단말기로

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Release, REL, 그룹 회의 탈퇴 요청]을 받으면 상기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

호 종료 요청 사항을 바이 메시지[BYE]로 변환하여 AS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사항[BYE]을 MRC로 전달해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MRC로부터 받으면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수신받은 응답 메시지[200 OK]를 RLC 메시지로 변환하여 상기 MSC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H.323 단말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종

료 요청[그룹 회의 탈퇴 요청]을 받아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완료[Release

Complete]를 통보받으면 상기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사항을 바이 메시지[BYE]로 변환하여 AS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사항[BYE]을 MRC로 전달해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MRC로부터 받으면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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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그룹 회의에 SIP 단말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상기 AS에서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SIP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메시지[BYE, 그룹 회의 탈퇴 요청]를 수신받으면 이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메시지[BYE]를

MRC로 포워딩시키는 단계; 및

상기 AS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요청 메시지[BY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MRC로부터 받으면 이 응답

메시지[200 OK]를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SIP 단말기로 포워딩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 통화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H.324M망에 속한 단말기와 H.323망에 속한 단말

기 및 SIP망에 속한 단말기간에 그룹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말기가 그룹 회의를 생성한 상태에서 타 단말기

들이 아이피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에 접속해 특정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이동통신망(PLMN), 공중 전화망(PSTN)에서의 음성 통화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간에 음성으로 단순한 정보만을 주

고 받는 것에 비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유무선 인터넷망(IP망 또는 패킷 데이터망)에서의 화상 통화 서비스(예; 그룹 회

의, 화상 전화, 인스턴트 메시징 등)에서는 사용자간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유무선 인터넷망에서의 화상 통화 서비스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이하 "SIP"

라 함) 또는 H.323 프로토콜 또는 H.324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SIP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MMUSIC WG에서 제정한 화상전화 프로토콜이며, H.323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정한

화상전화 프로토콜이며, H.324M(바람직하게는 3G.324M)은 기존의 H.324를 이동통신망, 특히 비동기식 WCDMA망으

로 확장시킨 것으로서 ITU에서 제정한 화상전화 프로토콜이다. 한편, H.342M은 WCDMA망뿐만 아니라 CDMA1X망 등

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일한 화상 통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한 사용자끼리만 화상 통화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는 화상

통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SIP망 또는 H.323망 또는 H.324M망 중 어느 하나만을 채택해 화상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이

다. 이에, 가입자가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 화상통신망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단말기, 즉 SIP 단말기

또는 H.323 단말기 또는 H.324M 단말기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동일한 프로토콜 지원 단말기를 소지한 다른 가입자간에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속한 단말기간에 화상 통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래에 이기종 화상통신망간 연

동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488258호("발명의 명칭: WCDMA망과 CDMA2000 1X EV-DO

망 사이의 화상 전화 연동 방법")에는 비동기식 회선 방식의 WCDMA망에 속한 H.324M 단말기와 동기식 패킷 방식의

CDMA2000 1X EV-DO망에 속한 H.323 단말기간에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H.323 단말기와 H.324M 단말기간에만 화상 통화 서

비스가 가능할 뿐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SIP 단말기, H.323 단말기간의 화상 통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한편, 최근에 유무선 통신망의 올 아이피(All-IP)화 추세에 비추어 SIP 시그널링을 기반으로 하여 이기종 통신망간을 연동

시키는 아이피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 IP Multimedia Subsystem)이 개발되고 있다.

등록특허 10-0695292

- 7 -



그러나, 상기 IMS에서는 이기종 통신망간 연동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architecture)만이 정의되어 있을 뿐 H.324M 단

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를 위한 최적화된 단말기간 시그널링에 대한 스펙(spec)이 구현되어 있

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H.324M망에 속한 단말기

와 H.323망에 속한 단말기 및 SIP망에 속한 단말기간에 그룹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말기가 그룹 회의를 생성

한 상태에서 타 단말기들이 아이피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에 접속해 특정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조회하여 참

여하도록 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

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

(이하 "IMG"라 함)에서 이동통신 교환국(이하 "MSC"라 함)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Call Setup, IAM, 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

이트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로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을 상기 IMG로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MSC의 중계를 통해 H.324M 단말기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설

정 요청에 대한 응답[ANM, Connect]을 보내서 H.324M 단말기와 연결되면 상기 H.324M 단말기와 가입자 화상 전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H.245 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 3 단계; 상기 IMG에서 단말 상호간 협상이 수행 완료되면 단

말 상호간 협상 수행 완료 사실을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통보[ACK, ACK]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4M 단말기

로부터 그룹 회의 아이디를 입력[UII]받는 제 4 단계; 상기 IMG에서 H.324M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전송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

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H.324M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기 H.324M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H.324M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

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

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이하 "IMG"라 함)에

서 게이트키퍼(이하 "G/K"라 함)의 중계를 통해 H.323 단말기로부터 가입자 화상 전송을 위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을

디폴트 파라미터로 하기 위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Fast Setup, 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G/K의 중계

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로 패스트 셋업 처리 대기[Call Proceeding/Alerting]를 명령하고,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을 인바이트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

로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AS에서 IMG로부터 수신받은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INVITE]을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전달해 이 MRC로부터 응답[200 OK]을 받으면 상기 MRC의 응답 사항

을 상기 IMG로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IMG에서 AS로부터 상기 응답[200 OK]을 받음에 따라 G/K의 중계를 통해 상기

H.323 단말기로 접속[Fast Connect]해 H.323 단말기와 IMG간에 연결되면 상기 IMG에서 상기 H.323 단말기로부터 그

룹 회의 아이디를 입력[UII]받는 제 3 단계; 상기 IMG에서 H.323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

[INFO]로 변환하여 AS의 중계를 통해 MRC로 전송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AS에서 MRC로부터 상기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에 대한 응답[200 OK]을 받으면 H.323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기 H.323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H.323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

간의 그룹 회의 서비스를 SIP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S"라 함)에서 멀티미

디어 세션 콘트롤 시스템(이하 "MSS"라 함)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INVITE, 그룹

회의 생성 요청]을 받으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청 사항에 상응하는 상기 인바이트 메

시지[INVITE]를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이하 "MRC"라 함)로 포워딩시키는 제 1 단계; 상기 AS에서 상기 인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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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INVIT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를 상기 SIP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AS에서 응답 메시지[200 OK]를 전송한 결과로 MSS의 중계를 통해

상기 SIP 단말기로부터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받아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이 완료되고 나서 SIP 단말기와 AS간에 연

결되면, 상기 AS에서 상기 SIP 단말기로부터 그룹 회의 아이디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입력받는 제 3 단계; 및 상

기 AS에서 SIP 단말기로부터 입력받은 인포 메시지[INFO, 그룹 회의 아이디]를 MRC로 전송해 이에 대한 응답[200 OK]

을 상기 MRC로부터 받으면 SIP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한 타 단말기들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상기 SIP 단말기가 생성한 그룹 회의에 참여시키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SIP

단말기가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

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H.324M 단말기(10)로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H.324M망은 이동통신망(WCDMA망 또는

CDMA1X망 등, 바람직하게는 WCDMA망)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H.324M망에는 이동통신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11)[이하, "MSC"라 함), H.324M망과 IMS망간 연동을 위한[즉 MSC(11)와 IMG(40)간의 신호 중계

를 하는] 관문 교환기(CGS; Cellular Gateway Switch)(12)[이하, "CGS"라 함), 시그트랜(SIGTRAN) 기반의 신호 전달

을 위한 시그널링 트랜스퍼 포인트(STP; Signal Trnasfer Point)(13)[이하, "STP"라 함], 기지국(BS; Base Station)과 기

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14)[이하,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를 "BSC"로 통칭하기로 함) 및 홈 위치 등

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15)[이하, "HLR"이라 함]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H.323 단말기(20)로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H.323망은 IP망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H.323망에는 게이트키

퍼(G/K; Gatekeeper)(21)[이하, "G/K"라 함) 및 멀티포인트 콘트롤 유닛(MCU; Multipoint Control Units)(23)[이하,

"MCU"라 함)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MCU(23)는 동일한 H.323망에 속한 단말기들간의 화상 통화 세션을 제어하는 장

비로서, 본 발명의 이기종 화상통신망간의 화상 그룹 회의에 관한 호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SIP 단말기(30)로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SIP망은 IP망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SIP망에는 SIP 서버(또는

SIP 교환기)(31), 위치 서버(Location Server)(33), IMS망에도 속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AS; Application Server)(60)

[이하, "AS"라 함]와,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리다이렉트 서버(Redirect Server) 등과

같은 화상 통화호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구비되어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속한 H.324M 단말기(10), H.323 단말기(20) 및 SIP 단말기(30)로 그룹 회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IMS망은 SIP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으며, 이 IMS망에는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IMG; Inter-

working Media Gateway)(40)[이하, "IMG"라 함], 멀티미디어 세션 콘트롤 시스템(MSS; Multimedia Session control

System)(50)[이하, "MSS"라 함], 상기 SIP망에도 속하는 AS(60) 및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MRC; Multimedia

Resource Controller)(70)[이하, "MRC"라 함]가 구비되어 있다.

한편, 상기 H.323망 및 상기 SIP망은 유선 IP망이 아닌 무선 IP망, 즉 이동통신망에도 구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각

망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 Packet Data Serving Node), 단말 이

동성 제공을 위한 홈 에이전트(HA; Home Agent) 등과 같은 구성 요소가 더 구비되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상기 H.324M

단말기(10), 상기 H.323 단말기(20) 및 상기 SIP 단말기(30)는 인터넷 접속 기능(패킷 베어러망 접속 기능)이 구비된 어떠

한 단말기라도 상관이 없음을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H.324M망에서, MSC(11)는 본 발명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위한 셋업(setup)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그룹 회의 화상호 셋업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MSC(11)와 IMG(40)간의 신호 처리(시그널링)에 대해

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공지의 CGS(12) 및 공지의 STP(13)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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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323망에서, G/K(21)는 H.323 단말기(20)의 세션/위치/과금 관리를 담당하고, 특히 본 발명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위한 셋업(setup)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그룹 회의 화상호 셋업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 G/K(21)와 IMG(40)간의 신호 처리(시그널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공지의 MCU(23)의 기능에 대한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SIP망에서, SIP 서버(31)는 SIP 단말기(30)로부터 본 발명의 그룹 회의 서비스 요청을 최초로 받는 노드로서, 이러한

그룹 회의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에 상기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화상호를 MSS(50)로 라우팅시켜 이 MSS(50)에서

그룹 회의 서비스가 처리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SIP망에서 본 발명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을 위한 셋업(setup)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는 실질적으로 MSS(50)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그룹 회의 화상호 셋업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SIP

단말기(30)와 MSS(50)간의 신호 처리(시그널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공지의 SIP 서버(31)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IMS망에서, IMG(40)는 이기종 화상통신망간 그룹 회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기종 화상통신망간 프로토콜, 즉

H.324M 프로토콜, H.323 프로토콜 및 SIP을 상호 변환하고, 미디어 중계, 미디어 변환(예; RTP <=> H.324M), 미디어

스트림 번역(Media Stream Translation), 미디어 시그널링 변환(Media transport signaling conversion, 특히 SIP망의

"INFO Method"와 H.324M망(또는 H.323망)의 "H.245 Negotiation에 필요한 UII"를 변환하는 H.245 시그널링 변환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상기 IMG(40)는 서비스 품질 보장(QoS) 기능, SLA(service level agreement) 보장 기능, IP 토폴로

지(IP topology) 중재 기능 등을 제공하고, 화상 통화 정보 및 데이터 전송량 등과 같은 정산 자료를 생성하는 기능도 수행

한다.

상기 IMS망에서, MSS(50)는 이기종 화상통신망간의 소프트스위치(softswitch)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MSS(50)는 그

룹 회의 화상호에 대한 연결 및 세션 제어를 담당하고, AS(60)와 연계하여 이기종 화상통신망간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인증 및 등록, 세션 제어 및 서비스 라우팅, 등록 가입자 프로파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IMS망에서, AS(60)는 IMG(40), MSS(50) 및 MRC(70)와 각각 연계하여 각종 어플리케이션 제어, 특히 그룹 회의 화

상호 제어 수행, 그룹 회의 아이디(conference ID) 할당 및 미디어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IMS망에서, MRC(70)는 H.324M 단말기(10), H.323 단말기(20) 및 SIP 단말기(30)로 각각 멀티미디어 자원을 할당/

관리하고, AS(60)와 연계하여 서비스에 따른 미디어 제어를 수행하며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서로 다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속한 H.324M 단말기(10), H.323 단말기(20) 및 SIP 단말기(30)간에 그

룹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발명에서는 한 명의 가입자가 IMS를 통해 참여 대상 가입자를 지정하지 않고서 그룹 회

의를 개최해 두고, 다른 가입자들이 IMS에 접속(서비스 로그인)해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를 선택해서 참여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대해 도 2a 내지 도 2c, 도 3a 내지 도 3c, 도 4a 내지 도 4c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a 내지 도 2c, 도 3a 내지 도 3c,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도 2a 내지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회의는 H.324M 단말기(10)에 의해 생성

(개최)되거나 H.323 단말기(20)에 의해 생성되거나 SIP 단말기(30)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도 3a 내지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a 내지 도 2c의 그룹 회의 생성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들이 IMS에 접속해 타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를 조회하여 해당 그룹 회의에 참여하며,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회의에 참여했던 어떠한 단

말기도 그룹 회의 탈퇴가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고자 각 단말기의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에 대해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여 설명하기로 하며, 각

도면에 표현된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

든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IMG(40)와 AS(60)간의 신호는 MSS(50)를 거쳐 중계되며, AS(60)와 MRC(70)간의 신

호도 MSS(50)를 거쳐 중계됨을 당업자라면 도 1을 참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생성 과정, 즉 H.324M 단말기(10)측의 가

입자가 참여 대상 가입자들을 지정하지 않고서 그룹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그룹 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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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개최를 위해 그룹 회의용 대표 전화번호(이하, "서비스 전화번호"라

함)를 입력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상기 H.324M 단말기(1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Call Setup]를 MSC(11)로

전송한다(200).

그러면, 상기 MSC(11)가 ISUP 시그널링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서,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구에

대응하여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AM]를 IMG(40)로 전송한다(201).

이에, 상기 IMG(40)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하여 H.324M 프로토콜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

정 메시지[IAM]를 SIP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AS(60)로 전송하며(202),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203). 이 때, 바람직하게는 MSC(11)를 통해 H.324M 단말기(10)로부터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받

을 때에 상기 IMG(40)에서는 MSS(50)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자 프로파일을 조회하여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가

본 발명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MRC(7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하며(204),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

송한다(205). 이 때, MRC(70)에서는 H.324M 단말기(10)가 생성할 그룹 회의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이에, 상기 IMG(40)가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 즉 그룹 회의 생성을 위한 IMS망에서의 전처리 과정

이 끝마쳐졌으므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를 연결시키라는 의미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에 대한 응답 메시지

[ANM]를 MSC(11)로 전송하며(206), 그에 따라 상기 MSC(11)에서는 커넥트 메시지[Connect]를 H.324M 단말기(10)

로 전송하여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을 연결(connect)시킨다(207).

위와 같은 과정으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H.324M 단말기(10)와 상기 IMG(40)간에

는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 화상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H.245 Negotiation], 예컨대 논리

채널 오픈, 코덱 협상, 마스터/슬래이브 결정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208).

그런후,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의 협상 절차가 완료되면, 상기 IMG(40)가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60)로 전송하며(209),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4M 단말기(10)와 IMG

(40)간의 협상 절차 완료 사실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RC(70)로 전송한다(210).

이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에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기 H.324M

단말기(10)와 상기 IMG(40)간에는 공지의 H.324M 프로토콜에 정의된 H.245 negotiation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 User Input Indicator]를 수행한다(211). 이때, H.324M 단말기(10)에서는 IMG(40)의 질의에 따라 참

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서 생성할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번호 지정)만을 IMG(40)로 입력한다. 부

연 설명하면,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는 단말기로부터의 디지트 입력 등과 같이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정보 전송/출

력을 위한 H.245 negotiation 메시지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4M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 H.324M 단말기(10)로부터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로 입력

받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SIP 규약에 따라 이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변환하고서 이

인포 메시지를 AS(60)로 전송한다(212). 부연 설명하면, 인포 메시지[INFO]는 SIP의 메쏘드 중 단말기간에 임의의 정보

를 서로 주고 받는데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앞서 언급한 H.324M 프로토콜의 UII가 이와 동일한 메시지이다. 이처럼, 본 발

명에서는 H.324M 프로토콜 규약에 따른 UII 정보를 SIP 규약에 따른 인포 메시지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이기종 화상통신

망에서의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 즉 단말기간 시그널링 처리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지한 상

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그룹 회의 아이디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70)로 전송하며(213), 이에 상기 MRC

(70)에서도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

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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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도 그룹 회의 아이디가 인지됐음을 확

인한 상태[즉 MRC(70)에서 자원 할당 준비 완료됨]에서 H.324M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한다(215). 여기서, AS

(60)에 생성된 H.324M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는 그룹 회의 리스트에 추가되어 IMS에 접속(서비스 로그인)한 타 단말기

들에게 그룹 회의 아이디,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후, 타 단말기들은 IMS에 접속해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 아이디를 선택해서 H.324M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도 3a

내지 도 3c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생성 과정, 즉 H.323 단말기(20)측의 가입자

가 참여 대상 가입자들을 지정하지 않고서 그룹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그룹 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먼저, H.323 단말기(2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개최를 위해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를 수행하는 G/K(21)에 접속하는 것

에 대응하여 상기 H.323 단말기(20)가 가입자 인증 요청 메시지[ARQ]를 G/K(21)로 전송한다(240). 부연 설명하면, 가입

자 인증 요청 메시지[ARQ]는 H.323 프로토콜에서 가입자 인증에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본 발명에서 위 가입자 인증 요청

메시지[ARQ]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인증이 아니라 H.323망 내의 화상 통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인지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H.323 단말기(20)가 G/K(21)에 RAS 채널을 통해 자신의 아이피 주소와 별칭(alias)

을 등록하는 과정이 가입자 인증 요청 메시지[ARQ] 전송 과정 이전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단말 등록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면, 상기 G/K(21)가 가입자 프로파일 등을 조회하여 정상적인 가입자인지를 인증하고서 이에 대한 결과로 가입자 인

증 수락 메시지[ACF]를 H.323 단말기(20)로 전송한다(241).

이에, 상기 H.323 단말기(20)가 가입자 인증 성공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가입자

의 화상 전송을 위한 채널[통상적으로 베어러 채널(bearer channel)이라 함]을 오픈하기 위해 G/K(21)로 패스트 셋업 메

시지(FS; Fast Setup)를 전송한다(242). 부연 설명하면, 패스트 셋업 메시지란 H.323 프로토콜에 정의된 바와 같이

H.245 Negotiation 절차 수행 없이 디폴트 파리미터를 사용해 베어러 채널을 오픈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그에 따라, 상기 G/K(21)가 H.323 단말기(20)의 패스트 셋업 메시지를 IMG(40)로 중계한다(243).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화상호에 대한 패스트 셋업을 처리해 주겠으니 대기하라는 의미

로 콜 프로시딩 메시지[Call Proceeding] 및 알러팅 메시지[Alerting]를 G/K(21)의 중계를 통해 H.323 단말기(20)로 전

송한다(244, 245). 이와 함께, 상기 IMG(40)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

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AS(60)로 전송하며(246),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247). 부가적으로, G/K(21)를

통해 H.323 단말기(20)로부터 그룹 회의 생성 요구에 해당되는 패스트 셋업 메시지를 받을 때에 상기 IMG(40)에서는

MSS(50)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자 프로파일을 조회하여 H.323 단말기(20)측의 가입자가 본 발명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

는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MRC(7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248). 이 때, MRC(70)에서는 H.323

단말기(20)가 생성할 그룹 회의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송한다(249).

이에, 상기 IMG(40)가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 즉 그룹 회의 생성을 위한 IMS망에서의 전처리 과정

이 끝마쳐졌으므로 H.323 단말기(20)와 IMG(40)를 연결시키라는 의미로 커넥트 메시지[Fast Connect]를 G/K(21)로 전

송한다(250). 그에 따라, 상기 G/K(21)가 H.323 단말기(20)의 대기 상태를 해제해 IMG(40)와 연결하라는 의미로 커넥트

메시지[Fast Connect]를 H.323 단말기(20)로 전송하여 H.323 단말기(20)와 IMG(40)간을 연결(connect)시킨다(251).

이와 함께, 상기 IMG(40)가 AS(60)로부터 수신받았던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에 대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

(60)로 전송하며(252),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RC(70)로 전송한

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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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와 같은 패스트 셋업 과정으로 H.323 단말기(20)와 IMG(40)간에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기

H.323 단말기(20)와 상기 IMG(40)간에는 공지의 H.323 프로토콜에 정의된 H.245 negotiation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 User Input Indicator]를 수행한다(254). 이 때에, H.323 단말기(20)에서는 IMG(40)의 질의에

따라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서 생성할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번호 지정)만을 IMG(40)로 입력한

다. 부연 설명하면,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는 단말기로부터의 디지트 입력 등과 같이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정보 전

송/출력을 위한 H.245 negotiation 메시지 송수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3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 H.323 단말기(20)로부터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UII]로 입력받

은 그룹 회의 아이디를 SIP 규약에 따라 이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포 메시지[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변환하고서 이 인

포 메시지를 AS(60)로 전송한다(255). 부연 설명하면, 인포 메시지[INFO]는 SIP의 메쏘드 중 단말기간에 임의의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데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앞서 언급한 H.323 프로토콜의 UII가 이와 동일한 메시지이다. 이처럼, 본 발명에

서는 H.323 프로토콜 규약에 따른 UII 정보를 SIP 규약에 따른 인포 메시지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

의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 즉 단말기간 시그널링 처리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지한 상

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그룹 회의 아이디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70)로 전송하며(256), 이에 상기 MRC

(70)에서도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

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257).

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도 그룹 회의 아이디가 인지됐음을 확

인한 상태[즉 MRC(70)에서 자원 할당 준비 완료됨]에서 H.323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한다(258). 여기서, AS

(60)에 생성된 H.323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는 그룹 회의 리스트에 추가되어 IMS에 접속(서비스 로그인)한 타 단말기들

에게 그룹 회의 아이디,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후, 타 단말기들은 IMS에 접속해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 아이디를 선택해서 H.323 단

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도 3a 내

지 도 3c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도 2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SIP 단말기의 그룹 회의 생성 과정, 즉 SIP 단말기(30)측의 가입자가 참

여 대상 가입자들을 지정하지 않고서 그룹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그룹 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먼저, SIP 단말기(3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개최를 위해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를 수행하는 SIP 서버(31)에 접속 시도

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기 SIP 단말기(3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SS(50)로 전송한다(260). 부연

설명하면,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는 SIP에서 화상 통화 연결 요구에 사용되는 메시지로서, 이 인바이트

메시지이 바디(Body)에는 단말기 지원 미디어 정보(sdp #1)가 삽입되어 있다.

특히, IMS가 SIP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SIP 단말기(30)는 SIP 서버(31)에 최초 접속한 이후에 SIP 서버(31)에서 제공받

은 정보를 통해 이후에는 MSS(50)와 다이렉트(direct)로 연결되어 그룹 회의 서비스를 위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된다. 그

밖에, 본 발명의 그룹 회의 서비스가 아닌 SIP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착신측 단말기와 화상 통화 연결되기

전에 발신측 단말기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에 대해서는 SIP 단말기(30)가 SIP 서버(31)에 최초 접속한 이후

에 SIP 서버(31)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후에는 AS[여기서 AS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 화상호를 처리하는 어

플리케이션 서버임]와 다이렉트(direct)로 연결되어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를 위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MSS(50)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

[INVITE]를 AS(60)로 전송하며(261),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

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262). 한편,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SS(50) 또는 AS(60)에서 IMG(40)를 대신해 SIP 단말기(30)의 본 서비스 가입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MRC(70)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SIP 단말기

(30)의 그룹 회의 생성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263). 이 때, MRC

(70)에서는 SIP 단말기(30)가 생성할 그룹 회의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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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상기 AS(60)는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

[200 OK]를 MSS(50)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30)로 전송한다(264, 265). 여기서, SIP 단말기(30)로 전송되는 응답 메

시지[200 OK]의 바디에는 미디어 정보(sdp #2)가 삽입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SIP 단말기(30)로부터 수신받았던 인바

이트 메시지 내의 단말 미디어 정보(sdp #2)를 AS(60)와 SIP 단말기(30)가 서로 주고 받음으로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

과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SIP 단말기(30)의 가입자 화상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 예컨대 논리 채널

오픈, 코덱 협상, 마스터/슬래이브 결정 등과 같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상기 SIP 단말기(30)가 MSS(50)의 중계를 통한 응답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받아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 과정

을 완료하고, 이를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SS(50)로 전송하며(266), 그에 따라 상기 MSS(50)는 SIP

단말기(30)로부터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60)의

중계를 통해 MRC(70)로 전송한다(267, 268).

위와 같은 과정으로 그룹 회의 화상호 생성 전처리 과정이 끝마쳐진 상태에서, 상기 SIP 단말기(30)와 상기 AS(60)간에는

공지의 SIP에 정의된 인포 메시지[INFO]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생성 시나리오[INFO]를 수행한다(269). 이 때에, SIP 단

말기(30)에서는 AS(60)의 질의에 따라 참여 대상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고서 생성할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

번호 지정)만을 인포 메시지[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AS(60)로 전송한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SIP 단말기(3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

지한 상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그룹 회의 아이디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70)로 전송하며(270), 이에 상

기 MRC(70)에서도 앞으로 생성될 그룹 회의 아이디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

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271). 한편, 도 2a 및 도 2b 각각에서는 IMG(40)에서 H.324M 단말기

(10)와 H.323 단말기(20)로부터 입력받은 H.245 negotiation 메시지 형태의 그룹 회의 관련 정보가 인포 메시지 형태의

그룹 회의 관련 정보로 변환되어 AS(60)로 전송되나, 도 2c에서는 AS(60)와 SIP 단말기(30)가 동일한 SIP 규약을 따르므

로 직접 통신을 수행할 수 있고, 더불어 동일한 SIP 규약의 인포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아이디가 전송되므로 별도

의 변환 과정이 필요없다.

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도 그룹 회의 아이디가 인지됐음을 확

인한 상태[즉 MRC(70)에서 자원 할당 준비 완료됨]에서 SIP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를 생성한다(272). 여기서, AS(60)

에 생성된 SIP 단말기 개최의 그룹 회의는 그룹 회의 리스트에 추가되어 IMS에 접속(서비스 로그인)한 타 단말기들에게

그룹 회의 아이디,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후, 타 단말기들은 IMS에 접속해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 아이디를 선택해서 SIP 단말

기 개최의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도 3a 내지

도 3c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 즉 H.324M

단말기측 가입자가 본 서비스 로그인(IMS 접속)을 하여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전술한 도 2b 및 도 2c에 각각 도시된 H.323 단말기(20) 또는 SIP 단말기

(30)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H.324M 단말기(10)가 조회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도 3a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먼저,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서비스 로그인[IMS 접속], 즉 그룹 회의용 대표 전화번호(이하, "서비스 전화번호"라 함)를 입력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상

기 H.324M 단말기(1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Call Setup,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MSC(11)로 전송한다(300).

그러면, 상기 MSC(11)가 ISUP 시그널링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서,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요구에

대응하여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AM]를 IMG(40)로 전송한다(301).

이에, 상기 IMG(40)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하여 H.324M 프로토콜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

정 메시지[IAM]를 SIP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로 변환하여 AS(60)로 전송하며(302),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303). 이 때, 바람직하게는 MSC(11)를 통해 H.324M 단말기(10)로부터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받

을 때에 상기 IMG(40)에서는 MSS(50)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자 프로파일을 조회하여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가

본 발명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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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기 MRC(7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하며(304), 그에 따라 상기 AS(60)는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

송한다(305). 이 때, MRC(70)에서는 앞으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가 예정인 H.324M 단말기(10)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이에, 상기 IMG(40)가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 즉 그룹 회의 조회를 위한 IMS망에서의 전처리 과정

이 끝마쳐졌으므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를 연결시키라는 의미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에 대한 응답 메시지

[ANM]를 MSC(11)로 전송하며(306), 그에 따라 상기 MSC(11)에서는 커넥트 메시지[Connect]를 H.324M 단말기(10)

로 전송하여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을 연결(connect)시킨다(307).

위와 같은 과정으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H.324M 단말기(10)와 상기 IMG(40)간에

는 H.324M 단말기(10)측의 가입자 화상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H.245 Negotiation], 예컨대 논리

채널 오픈, 코덱 협상, 마스터/슬래이브 결정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308).

그런후,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의 협상 절차가 완료되면, 상기 IMG(40)가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60)로 전송하며(309),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4M 단말기(10)와 IMG

(40)간의 협상 절차 완료 사실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RC(70)로 전송한다(310).

위와 같이 전술한 "300" 과정 내지 "310" 과정을 통해 H.324M 단말기(10)가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를 위한 서

비스 로그인[IMS 접속] 과정을 마친다. 한편, 전술한 "300" 과정 내지 "310" 과정은 도 2a에서 전술한 "200" 과정 내지

"210" 과정의 시그널링 절차와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룹 회의를 생성하거나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를 하

기 위해서는 IMS 접속이 전처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즉, "300" 과정 내지 "310" 과정 또는 "200" 과정 내지

"210" 과정 이후에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 의도에 따라 그룹 회의 생성 또는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가 결정되는 것

이며, 시그널링 절차에 의해 그룹 회의 생성 전처리 과정과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전처리 과정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H.324M 단말기(10)와 IMG(40)간에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기 H.324M

단말기(10)와 상기 IMG(40)간에는 공지의 H.324M 프로토콜에 정의된 H.245 negotiation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시나리오[UII; User Input Indicator]를 수행한다(311). 이때, IMG(40)에서는 AS(60)에 등록되어 있

는 그룹 회의 리스트를 H.324M 단말기(10)로 제공하며, 이에 H.324M 단말기(10)에서는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의 각

그룹 회의 아이디 및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를 SIP 단말기(30)에 의해 생

성된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번호)로 지정함으로서 IMG(40)로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입력한다.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4M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 H.324M 단말기(10)로부터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시나

리오[UII]로 입력받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SIP 규약에 따라 이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인포 메시

지[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변환하고서 이 인포 메시지를 AS(60)로 전송한다(312). 이처럼, 본 발명에서는 H.324M 프

로토콜 규약에 따른 UII 정보를 SIP 규약에 따른 인포 메시지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 즉 단말기간 시그널링 처리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H.324M 단말기(10)

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

(70)로 전송하며(313), 이에 상기 MRC(70)에서도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H.324M 단말기(10)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

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314).

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H.324M 단말

기(10)를 위한 자원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여 상기 SIP 단말기(30)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H.324M 단말기

(10)를 참여시킨다(315). 그리고 나서, 상기 AS(60)는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여기서는 H.323 단말기(20) 및 SIP

단말기(30)를 예로 듬]로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상기 AS(60)가 그룹 회의 아이디 정보를 통해 이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서 상기 "312" 과정(및

상기 "313" 과정)에서의 인포 메시지, 예컨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IMG(40)로 전송한다(316a, 3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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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IMG(40)가 AS(6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INFO]의 목적지(즉 수신 대상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여 어

떠한 화상통신망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서 인포 메시지 변환 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단말기로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H.323 단말기(20)이면 상기

IMG(40)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H.323 프로토콜에 맞추어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고서 H.323 단말

기(20)로 전송한다(317a). 한편,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SIP 단말기(30)이면 동일한

SIP 프로토콜을 따르므로 상기 IMG(40)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별도로 변환하지 않고서 위 인포 메시지를 MSS(50)의 중

계를 통해 SIP 단말기(30)로 전송한다(317b, 317c).

이후에,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상기 H.324M 단말기(1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

에서, H.324M 프로토콜, 즉 이동통신망의 화상 통화 프로토콜의 H.223이 사용되어 송수신되는 H.324M 단말기(10)의 멀

티미디어(오디오/비디오)가 IMG(40)에 의해 IP망에 적합한 RTP/UDP/IP가 사용되어 송수신되는 멀티미디어로 변환되어

타 단말기[H.323 단말기(20) 및 SIP 단말기(30)]로 송수신된다(318a, 318b).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 즉 H.323 단말

기측 가입자가 본 서비스 로그인(IMS 접속)을 하여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

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전술한 도 2a 및 도 2c에 각각 도시된 H.324M 단말기(10) 또는 SIP 단말기(30)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H.323 단말기(20)가 조회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도 3b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먼저, H.323 단말기(2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서

비스 로그인[IMS 접속], 즉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를 수행하는 G/K(21)에 접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기 H.323 단말기

(20)가 가입자 인증 요청 메시지[ARQ,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G/K(21)로 전송한다(330).

그러면, 상기 G/K(21)가 가입자 프로파일 등을 조회하여 정상적인 가입자인지를 인증하고서 이에 대한 결과로 가입자 인

증 수락 메시지[ACF]를 H.323 단말기(20)로 전송한다(331).

이에, 상기 H.323 단말기(20)가 가입자 인증 성공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를 조회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가입자

의 화상 전송을 위한 채널[통상적으로 베어러 채널(bearer channel)이라 함]을 오픈하기 위해 G/K(21)로 패스트 셋업 메

시지(FS; Fast Setup)를 전송한다(332).

그에 따라, 상기 G/K(21)가 H.323 단말기(20)의 패스트 셋업 메시지를 IMG(40)로 중계한다(333).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화상호에 대한 패스트 셋업을 처리해 주겠으니 대기하라는 의미

로 콜 프로시딩 메시지[Call Proceeding] 및 알러팅 메시지[Alerting]를 G/K(21)의 중계를 통해 H.323 단말기(20)로 전

송한다(334, 335). 이와 함께, 상기 IMG(40)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

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AS(60)로 전송하며(336),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337). 부가적으로, G/K(21)를

통해 H.323 단말기(20)로부터 그룹 회의 조회 요구에 해당되는 패스트 셋업 메시지를 받을 때에 상기 IMG(40)에서는

MSS(50)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자 프로파일을 조회하여 H.323 단말기(20)측의 가입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MRC(7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338). 이 때, MRC(70)에서는 앞으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가 예정인 H.323 단말기(20)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그에 따라 상기 AS(60)는 MRC

(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송한다

(339).

이에, 상기 IMG(40)가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 즉 그룹 회의 조회를 위한 IMS망에서의 전처리 과정

이 끝마쳐졌으므로 H.323 단말기(20)와 IMG(40)를 연결시키라는 의미로 커넥트 메시지[Fast Connect]를 G/K(21)로 전

송한다(340). 그에 따라, 상기 G/K(21)가 H.323 단말기(20)의 대기 상태를 해제해 IMG(40)와 연결하라는 의미로 커넥트

메시지[Fast Connect]를 H.323 단말기(20)로 전송하여 H.323 단말기(20)와 IMG(40)간을 연결(connect)시킨다(341).

이와 함께, 상기 IMG(40)가 AS(60)로부터 수신받았던 상기 응답 메시지[200 OK]에 대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

(60)로 전송하며(342), 그에 따라, 상기 AS(60)는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RC(70)로 전송한

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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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술한 "330" 과정 내지 "343" 과정을 통해 H.323 단말기(20)가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를 위한 서비

스 로그인[IMS 접속] 과정을 마친다. 한편, 전술한 "330" 과정 내지 "343" 과정은 도 2b에서 전술한 "240" 과정 내지

"253" 과정의 시그널링 절차와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룹 회의를 생성하거나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를 하

기 위해서는 IMS 접속이 전처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즉, "330" 과정 내지 "343" 과정 또는 "240" 과정 내지

"253" 과정 이후에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 의도에 따라 그룹 회의 생성 또는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가 결정되는 것

이며, 시그널링 절차에 의해 그룹 회의 생성 전처리 과정과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전처리 과정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에, 위와 같은 패스트 셋업 과정으로 H.323 단말기(20)와 IMG(40)간에 단말 상호간 협상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기

H.323 단말기(20)와 상기 IMG(40)간에는 공지의 H.323 프로토콜에 정의된 H.245 negotiation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시나리오[UII; User Input Indicator]를 수행한다(344). 이때, IMG(40)에서는 AS(60)에 등록되

어 있는 그룹 회의 리스트를 H.323 단말기(20)로 제공하며, 이에 H.323 단말기(20)에서는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의

각 그룹 회의 아이디 및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회의를 SIP 단말기(30)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번호)로 지정함으로서 IMG(40)로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입력한다.

그러면, 상기 IMG(40)가 H.323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 H.323 단말기(20)로부터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시나리오

[UII]로 입력받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SIP 규약에 따라 이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인포 메시지

[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변환하고서 이 인포 메시지를 AS(60)로 전송한다(345). 이처럼, 본 발명에서는 H.323 프로토

콜 규약에 따른 UII 정보를 SIP 규약에 따른 인포 메시지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화상

호 처리, 즉 단말기간 시그널링 처리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IMG(4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H.323 단말기(20)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70)

로 전송하며(346), 이에 상기 MRC(70)에서도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H.323 단말기(20)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347).

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H.323 단말기

(20)를 위한 자원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여 상기 SIP 단말기(30)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H.323 단말기(20)

를 참여시킨다(348). 그리고 나서, 상기 AS(60)는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여기서는 H.324M 단말기(10) 및 SIP 단

말기(30)를 예로 듬]로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상기 AS(60)가 그룹 회의 아이디 정보를 통해 이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서 상기 "345" 과정(및

상기 "346" 과정)에서의 인포 메시지, 예컨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IMG(40)로 전송한다(349a, 349b).

그러면, 상기 IMG(40)가 AS(6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INFO]의 목적지(즉 수신 대상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여 어

떠한 화상통신망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서 인포 메시지 변환 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단말기로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

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H.324M 단말기(10)이면 상기 IMG

(40)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H.324M 프로토콜에 맞추어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고서 H.324M 단말

기(10)로 전송한다(350a). 한편,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SIP 단말기(30)이면 동일한

SIP 프로토콜을 따르므로 상기 IMG(40)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별도로 변환하지 않고서 위 인포 메시지를 MSS(50)의 중

계를 통해 SIP 단말기(30)로 전송한다(350b, 350c).

이후에,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상기 H.323 단말기(2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

서, H.323 단말기(20)의 멀티미디어(오디오/비디오)가 IP망에 적합한 RTP/UDP/IP가 사용되어 송수신되므로, IMG(40)

에 의해 별도로 미디어 전송 프로트콜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며, 타 단말기[H.324M 단말기(10) 및 SIP 단말기(30)]들과

그룹 회의를 한다(351).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SIP 단말기의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 즉 SIP 단말기측

가입자가 본 서비스 로그인(IMS 접속)을 하여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전술한 도 2a 및 도 2b에 각각 도시된 H.324M 단말기(10) 또는 H.323 단말기(20)가

생성한 그룹 회의를 SIP 단말기(30)가 조회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도 3c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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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IP 단말기(30)측의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를 조회하여 특정 가입자가 개최한 그룹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서비

스 로그인[IMS 접속], 즉 그룹 회의 화상호 처리를 수행하는 SIP 서버(31)에 접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기 SIP 단말기

(30)가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MSS(50)로 전송한다(360).

그러면, 상기 MSS(50)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

[INVITE]를 AS(60)로 전송하며(361), 그에 따라 상기 AS(60)도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

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MRC(70)로 전송한다(362). 한편,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MSS(50) 또는 AS(60)에서 IMG(40)를 대신해 SIP 단말기(30)의 본 서비스 가입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MRC(70)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화상호 설정 메시지[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SIP 단말기

(30)의 그룹 회의 조회 요구를 인지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363). 이 때, MRC

(70)에서는 앞으로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가 예정인 SIP 단말기(30)를 위한 자원을 할당해 둔다.

그에 따라, 상기 AS(60)는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200 O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

[200 OK]를 MSS(50)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30)로 전송한다(364, 365).

이에, 상기 SIP 단말기(30)가 MSS(50)의 중계를 통한 응답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받아서 단말 상호간 협상 수행 과정

을 완료하고, 이를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MSS(50)로 전송하며(366), 그에 따라 상기 MSS(50)는 SIP

단말기(30)로부터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임시응답 메시지[ACK]를 AS(60)의

중계를 통해 MRC(70)로 전송한다(367, 368).

위와 같이 전술한 "360" 과정 내지 "368" 과정을 통해 SIP 단말기(30)가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를 위한 서비스

로그인[IMS 접속] 과정을 마친다. 한편, 전술한 "360" 과정 내지 "368" 과정은 도 2c에서 전술한 "260" 과정 내지 "268"

과정의 시그널링 절차와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룹 회의를 생성하거나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를 하기 위해

서는 IMS 접속이 전처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즉, "360" 과정 내지 "368" 과정 또는 "260" 과정 내지 "268" 과정

이후에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 의도에 따라 그룹 회의 생성 또는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가 결정되는 것이며, 시그널

링 절차에 의해 그룹 회의 생성 전처리 과정과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전처리 과정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

다.

이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그룹 회의 화상호 조회 전처리 과정이 끝마쳐진 상태에서, 상기 SIP 단말기(30)와 상기 AS(60)

간에는 공지의 SIP에 정의된 인포 메시지[INFO]를 사용하여 그룹 회의 조회/그룹 회의 참여 시나리오[INFO]를 수행한다

(369). 이때, AS(60)에서는 기 등록되어 있는 그룹 회의 리스트를 SIP 단말기(30)로 제공하며, 이에 SIP 단말기(30)에서

는 가입자가 그룹 회의 리스트의 각 그룹 회의 아이디 및 그룹 회의 개최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룹 회의를 H.323 단말기(20)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 아이디(또는 컨퍼런스 대상번호)로 지정함으로서 그룹 회의 참여

의사를 인포 메시지[INFO]의 바디에 삽입시켜 AS(60)로 전송한다.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SIP 단말기(3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를 확인하여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SIP 단말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인포 메시지, 즉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MRC(70)로

전송하며(370), 이에 상기 MRC(70)는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SIP 단말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포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

신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한다(371).

이에, 상기 AS(60)가 MRC(7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음에 따라 MRC(70)에서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SIP 단말기

(30)를 위한 자원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여 상기 H.323 단말기(20)에 의해 생성된 그룹 회의에 상기 SIP 단말기(30)

를 참여시킨다(372). 그리고 나서, 상기 AS(60)는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여기서는 H.324M 단말기(10) 및 H.323

단말기(20)를 예로 듬]로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상기 AS(60)가 그룹 회의 아이디 정보를 통해 이 그룹 회의에 참여한 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서 상기 "370" 과정에

서의 인포 메시지, 예컨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의사가 삽입된 인포 메시지[INFO]를 IMG(40)로 전송한다

(373a, 373b).

그러면, 상기 IMG(40)가 AS(60)로부터 수신받은 인포 메시지[INFO]의 목적지(즉 수신 대상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여 어

떠한 화상통신망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서 인포 메시지 변환 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단말기로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알린다. 즉,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H.324M 단말기(10)이면 상기 IMG(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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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H.324M 프로토콜에 맞추어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고서 H.324M 단말기

(10)로 전송한다(374a). 한편,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참여 사실을 받을 단말기가 H.323 단말기(20)이면 상기 IMG

(40)가 SIP의 인포 메시지를 H.323 프로토콜에 맞추어 그룹 회의 참여 알림 시나리오[UII]로 변환하고서 H.323 단말기

(20)로 전송한다(374b).

이후에,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상기 SIP 단말기(3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SIP 단말기(30)의 멀티미디어(오디오/비디오)가 IP망에 적합한 RTP/UDP/IP가 사용되어 송수신되므로, IMG(40)에 의해

별도로 미디어 전송 프로트콜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며, 타 단말기[H.324M 단말기(10) 및 H.323 단말기(20)]들과 그룹

회의를 한다(375).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4M 단말기의 그룹 회의 탈퇴 과정, 즉 H.323 단말기 또는 SIP 단

말기 또는 자신(H.324M 단말기)가 개최했던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먼저,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상기 H.324M 단말기(1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

서 그룹 회의 탈퇴를 위해, 그룹 회의 화상호 해제 메시지[Release]를 MSC(11)로 전송한다(400).

이에, 상기 MSC(11)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탈퇴 요구를 H.324M 프로토콜의 REL 메시지를 사용하여 IMG

(40)로 알리고(401), 그에 따라 상기 IMG(40)가 H.324M 프로토콜의 REL 메시지를 SIP의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

[BYE]로 변환하고서 AS(60)로 전송한다(402).

그러면, 상기 AS(60)가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탈퇴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

지[BYE]를 MRC(70)로 전송하여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탈퇴 사실을 알린다(403).

이에, 상기 MRC(70)가 H.324M 단말기(10)에 할당했던 그룹 회의 관련 자원(resource)을 해제하고서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BY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하며(404),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H.324M 단말기

(10)의 그룹 회의 탈퇴가 정상적으로 끝마쳐짐을 인지하고서 위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송한다(405).

이에, 상기 IMG(40)가 SIP의 응답 메시지[200 OK], 즉 H.324M 단말기(10)의 그룹 회의 탈퇴 요구에 대한 응답을

H.324M 프로토콜의 RLC 메시지로 변환하고서 MSC(11)로 전송한다(406).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H.323 단말기의 그룹 회의 탈퇴 과정, 즉 H.324M 단말기 또는 SIP 단

말기 또는 자신(H.323 단말기)가 개최했던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먼저,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H.323 단말기(2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그룹

회의 탈퇴를 위해, 상기 H.323 단말기(20)가 IMG(40)와 그룹 회의 화상호 해제[End Session]를 수행한다(430).

이윽고, H.323 단말기(20)와 IMG(40)간에 그룹 회의 화상호 해제가 완료되면 상기 H.323 단말기(20)가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G/K(21)로 전송하여 그룹 회의 화상호 해제 완료를 알리며(431), 그에 따라 상기 G/K(21)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화상호 해제 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위 Release Complete 메시지로 IMG(40)에게 알린

다(432).

이에, 상기 IMG(40)가 H.323 프로토콜의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SIP의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BYE]로 변

환하고서 AS(60)로 전송한다(433).

그러면, 상기 AS(60)가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탈퇴 요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

[BYE]를 MRC(70)로 전송하여 H.323 단말기(20)의 그룹 회의 탈퇴 사실을 알린다(434).

이에, 상기 MRC(70)가 H.323 단말기(20)에 할당했던 그룹 회의 관련 자원(resource)을 해제하고서 그룹 회의 화상호 종

료 메시지[BY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하며(435),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H.323 단말기(20)

의 그룹 회의 탈퇴가 정상적으로 끝마쳐짐을 인지하고서 위 응답 메시지[200 OK]를 IMG(40)로 전송한다(436).

한편, 상기 H.323 단말기(20)와 상기 G/K(21)간에는 공지의 화상 통화 종료 과정인 DRQ 메시지 전송 및 이 DRQ 메시지

에 대한 DCF 메시지 전송 과정을 거친다(437,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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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SIP 단말기의 그룹 회의 탈퇴 과정, 즉 H.324M 단말기 또는 H.323 단

말기 또는 자신(SIP 단말기)가 개최했던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먼저, MRC(70)에 의해 다자간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 기능을 통해 상기 SIP 단말기(30)가 그룹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그

룹 회의 탈퇴를 위해,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BYE]를 MSS(50)의 중계를 통해 AS(60)로 전송한다(460, 461).

그러면, 상기 AS(60)가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탈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기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BYE]를

MRC(70)로 전송하여 SIP 단말기(30)의 그룹 회의 탈퇴 사실을 알린다(462).

이에, 상기 MRC(70)가 SIP 단말기(30)에 할당했던 그룹 회의 관련 자원(resource)을 해제하고서 그룹 회의 화상호 종료

메시지[BYE]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를 AS(60)로 전송하며(463), 그에 따라 상기 AS(60)가 SIP 단말기(30)의 그

룹 회의 탈퇴가 정상적으로 끝마쳐짐을 인지하고서 위 응답 메시지[200 OK]를 MSS(50)의 중계를 통해 SIP 단말기(30)

로 전송한다(464, 465).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기종 화상통신망간의 그룹 회의를 위한 시그널링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에 가입자

의 그룹 회의 서비스 사용이 간편해지며, 특히 단순한 시그널링 절차로 이루어져서 그룹 회의 서비스 사용료를 낮출 수 있

도록 한다.

이상 본 발명의 내용이 실시예를 들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기술자는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원리 및 범위 내

에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이기종 화상통신망, 예컨대 이동통신망(무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H.324M 단말기와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화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로 다른 화상 통신 프로토콜로 구현된 이기종 화상통신망간의 시그널링에 대한 스펙(spec)을 정의함으

로써,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각각 속한 H.324M 단말기, H.323 단말기 및 SIP 단말기간의 그룹 회의가 최적화되게 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기종 화상통신망간의 그룹 회의를 위한 시그널링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에 가입자의 그룹 회의

서비스 사용이 간편해지며, 특히 단순한 시그널링 절차로 이루어져서 그룹 회의 서비스 사용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효

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기종 화상통신망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조회 및 그룹 회의 참여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

서도.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화상통신망에서의 그룹 회의 탈퇴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H.324M 단말기

11 : 이동통신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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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H.323 단말기

21 : 게이트키퍼(G/K; GateKeeper)

30 : SIP 단말기

31 : SIP 서버

40 : 인터-워킹 미디어 게이트웨이(IMG; Inter-working Media Gateway)

50 : 멀티미디어세션콘트롤시스템(MSS; Multimedia Session control System)

60 : 어플리케이션 서버(AS; Application Server)

70 : 멀티미디어 리소스 콘트롤러(MRC; Multimedia Resource Controller)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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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695292

- 22 -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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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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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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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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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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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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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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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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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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