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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방법 및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이동 통신 단말기가 다수의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로부터

제 1 번호를 발급받고, 가상사설망으로부터 제 2 번호를 발급받고, 용도에 따라 상기 번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번

호로 수신 단말기와 통화를 하기 위한 호를 설정함으로써, 추가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업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 비밀의 노출을 줄일 수 있고, 용도의 구분으로 인해 비용 징수가 편리하여 불필요한 비

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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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제 1 번호와 가상사설망으로부터 부여받은 제 2 번호를 갖는 송신 단말기가 용도에 따라 상

기 제 1 번호와 제 2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신 단말기로 호 설정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번호가 선택된 경우,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주소를 할당받는 단계와,

상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기반으로 상기 가상사설망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된 가상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제 2 번호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가 설정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번호가 선택된 경우, 기지국 제어 및 전화망 연결을 통해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가 설정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호 설정 요청 단계 이전에 상기 송신 단말기에 가상사설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

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방법.

청구항 5.

통신 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제 1 번호와 가상사설망으로부터 부여받은 제 2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번호로 수

신 단말기와의 호 설정을 요청하되, 상기 제 2 번호 선택시에는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로 상기 가상사설망에 접속하는 송신 단말기와,

상기 송신 단말기로 상기 제 2 번호를 발급하고, 상기 접속된 송신 단말기가 호 설정을 요청한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를 설

정하는 가상사설망을 포함하는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말기에는 상기 가상사설망과의 연결을 위한 가상사설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다수의 번호를 이

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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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상사설망은 상기 송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서버와,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한 데이터를 미리 저장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와,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를 설정하는 호 관리 교환기를 포함하는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말기의 통화 내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보안 서버를 더 포함하는 다수의 번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

의 통화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통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하나의 단말기에 다수의

번호를 사용하여 통화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수요 또한 증가하여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 통신 단말기를

휴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하나로 다수의 번호를 발급 받아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 개인용 및 업무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이하, 무선 단말기라 칭함)의 번호는 일반 통신 사업자를 통해 발급 받으며, 유선 단말기 또는

다른 무선 단말기와 통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일반 통신 사업자를 통해 메인 단말기의 번호로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된다. 즉, 송신 단말기에서 나온 주파수를 기지국에서 수신하여 다른 사업자의

수신 번호나 전화망을 이용하여 일반 유선 전화 가입자/무선 전화 가입자에게 송신한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은 방식은 하나의 단말기로 다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각 단말기에 부과하는 비용 및 통신 사

업자 가입에 따른 기본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기존 업무용 단말기의 경우 회사에서 단

말기와 통화 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때 비업무용과 업무용 전화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에 대

한 보안이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설사설망을 통해 하나의 단말기에 다수의 번호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

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방법은, 통신 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제 1 번호와 가상사설망으로부

터 부여받은 제 2 번호를 갖는 송신 단말기가 용도에 따라 상기 제 1 번호와 제 2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신 단말기로

호 설정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번호가 선택된 경우,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주소를 할당받는

단계와, 상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기반으로 상기 가상사설망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된 가상사설망으

로부터 상기 제 2 번호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가 설정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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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시스템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번호들을 발급 받고, 용도

에 따라 상기 번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번호로 수신 단말기와의 호 설정을 요구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이

동 통신 단말기로 부 번호를 발급하고,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부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연결하

여 상기 수신 단말기로 호를 설정하는 가상사설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

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번호 체계를 가지고 동작하며, 하나의 번호는 일반 통신

사업자를 통해 발급 되고, 나머지 다른 번호는 회사나 기업에서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IP based)으로 발급된다. 따라서 이동 통신 단말기는 통신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번호를 무한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상 사설망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

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의 통칭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또는 무선 단말기)는 가상사설망 모듈을 내부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사설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VPN Client SoftWare)를 설치하여 인터넷 비밀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이하, IPSec라 칭함) 기반으로 통화내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여기서 IPSec은 네트워크나 네트워

크 통신의 패킷 처리 계층에서의 보안을 위한 표준으로서, 가상 사설망과 사설망에 다이얼 업 접속을 통한 원격 사용자 접

속의 구현에 유용하다.

그러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동 통신 시스템은 기존의 전화망(3)과 가상사설망(140)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가상 사설망(140)은

가상사설망(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가상사설망 무선 단말기(111, 112) 및 가상사설망 일반 단말기(113)

가 연결된다.

상기 가상사설망(140)은 상기 송신측의 무선 단말기(111)로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가상사설망(140)은 보안서버(IPSec)와,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142)와, 인증을 처리하는 인증 서버(SCP)

(143)와, 경로를 지정하는 교환기(PBX)로 구성된다. 여기서 보완서버와, 교환기는 이하, 호 처리 과정을 위한 도면들에 도

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주 번호와 부 번호에 따라 통신 단말기의 통화를 위한 호 처리 절차를

각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송신측의 상기 가상사설망 단말기(111)는 송

신 단말기(111)로, 수신측의 일반 단말기(112) 및 가상사설망 단말기(113)는 수신 단말기(112, 113)로 칭하기로 한다. 우

선, 일반 통신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주 번호에 따른 통화를 위한 호 처리 절차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도 2a 및 도 2b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일반 통신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a는 무선 단말기에서 유선 단말기로의 통화를 보여주며, 도 2b는 무선 단말기에서 다른 무선 단말기

로의 통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송신 단말기(1)는 일반 통신 사업자로부터 "019-xxx-xxxx"라는 주 번호를 미리 발급 받은

상태이며, 상기 도 2a 및 도 2b에서 송신 단말기(1)는 일반 무선 단말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는 개인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가상사설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무선 단말기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2a를 참조하면, 11단계에서 송신 단말기(1)는 기지국(2)으로 호 연결을 위한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12단계에서 기

지국(2)은 상기 송신 단말기(1)로부터 받은 신호를 전화망(PSTN)(3)을 통해 교환기(PBX)(4)로 전송한다. 이때 도시되지

는 않았지만 송신 단말기(1)로부터 받은 신호는 기지국 제어기 및 이동교환기의 제어를 받아 전화망(PSTN)으로 전달된

다. 그러면 13단계에서 교환기(PBX)(4)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단말기(5)로 상기 신호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1)는 일반 단말기(5)와 연결되어 통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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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를 참조하면, 21단계에서 송신측 무선 단말기(1)는 기지국(2)으로 호 연결을 위한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22단계

에서 상기 호 연결을 위한 신호는 기지국 제어기(미도시) 및 이동교환기(미도시)를 통해 종단 기지국(4)으로 전송된다. 그

러면 23단계에서 종단 기지국(4)은 수신측 무선 단말기(6)로 상기 신호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1)는 수

신측 무선 단말기(6)와 연결되어 통화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가상사설망으로부터 발급 받은 부 번호를 사용하여 업무용으로 통화하기 위한 호 처리 절차를 첨부된 도면을 참

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가상사설망을 통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선, 가상사설망의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로 한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을 통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가상사설망의 인

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3a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및 인터넷 연결 과정을 보여주며, 도 3b는 가상사

설 기업망 서비스 요청 및 인증을 보여준다. 여기서 기업망(Internet)(140)은 가상사설 기업망으로 이하, 가상사설망이라

칭하기로 하며, 송신 단말기(111)는 가상사설망(140)으로부터 "07879"라는 부 번호를 미리 발급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부 번호는 기업 임의대로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할당되어, 상기 가상사설망을 이용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부여

된 번호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201단계에서 송신 단말기(111)는 기지국(120)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호 연결을 위한 신호를 전송한다.

202단계에서 기지국(120)은 접속 네트워크의 각 지선 및 간선으로부터 외부 인터넷망(ISP Network)(130)의 인터넷 백본

(Internet backbone)망(132)으로 연결한 후 상기 인터넷 백본망(132)을 거쳐 인터넷 프로토콜(IP) 할당 서버(133)로 상

기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203단계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할당 서버(133)는 상기 송신 단말기(111)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한 후 상기 송신 단말기(111)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한다.

이와 같이 송신 단말기(111)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후 가상사설망을 이용하기 위해 가

상사설망 서비스 요청 및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사설망 서비스 요청 및 인증 절차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3b를 참조하면, 204단계에서 송신 단말기(111)는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기반으로 인터넷 백본망(132)을

거쳐 가상사설망(140)의 접속을 시도한다. 그러면 205단계에서 가상사설망(140)의 보안서버(141)(IPSec PE, FW(IPS/

IDS))는 상기 송신 단말기(111)로부터 호 접속을 위한 신호를 수신하여 인증서버(143)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206단계에

서 인증서버(143)는 수신된 신호를 바탕으로 상기 송신 단말기(111)의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이때, 인증서버(143)는

데이터베어스(142)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 가상사설망(140)에서 부여한 부 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자 인

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한 후 이동 통신 단말기는 연결된 가상사설망을 통해 호 서비스(통화)를 시작한다. 그러면 상기 절차

다음에 수행되어지는 가상사설망 기반의 호 서비스 절차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 단말기로 기업망 단말기나 가상사설망 단말

기로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4a는 송신 단말기에서 수신 단말기인 기업망 사용 유선 단말기로의

호 서비스 절차를 보여주며, 도 4b는 송신 단말기에서 수신 단말기인 가상사설망 무선 단말기로의 호 서비스 절차를 보여

준다.

도 4a를 참조하면, 상기 201단계에서 206단계를 수행한 후, 송신 단말기(111)는 가상사설망(140)과 연결된다. 그러면

207단계에서 가상사설망(140)은 호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지(Destination)의 경로를 지정한다. 208단계에서 가상사설망

(140)의 호 관리 교환기(144)는 그룹내 유선 단말기들 중 하나인 수신 단말기(113)로 호를 설정한다.

도 4b를 참조하면, 수신측의 단말기가 가상사설망 무선 단말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기 201단계에서 206단계(도 3a

및 도 3b 참조)를 수행한 후, 송신 단말기(111)는 가상사설망(140)과 연결된다. 이때, 207단계에서 호 관리 교환기(144)

는 외부 인터넷망인 인터넷 백본망(132)으로 경로를 지정하고, 209단계에서 상기 인터넷 백본망(132)을 통해 무선망

(150)을 거쳐 수신 단말기(112)와의 호를 설정한다. 이때, 상기 무선망(150)은 단말기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인터넷망이므

로 상기 인터넷 백본망(132)과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수신 단말기(112)에서도 송신단의 가상사설망 모듈과 인터넷 연결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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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신 단말기에서 일반 유선 단말기나 무선 단말기로의 통화를 하는 경우의 호 처리 절차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 단말기로 일반 유선 단말기나 무선 단말기로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후의 과정은 상기 201단계에서 206단계(도 3a 및 도 3b 참조)를 수행한 이후 이루어지며, 도 5a를 참조하면, 송신 단말

기(111)와 가상사설망(140)이 연결되면, 311단계에서 호 관리 교환기(144)는 경로를 지정하고, 312단계에서 외부 전화

망(PSTN)을 통해 유선 단말기(114)와의 호를 설정한다.

반면, 송신 단말기(111)와 가상 사설망(140)이 연결되면, 321단계에서 호 관리 교환기(144)는 경로를 지정하고, 322단계

에서 외부 전화망(PSTN)과의 호를 설정하고, 기지국 제어기(미도시) 및 이동교환기(미도시)를 통해 호 접속을 위한 신호

를 종단 기지국(170)으로 전송한다. 상기 외부 전화망(PSTN)은 상기 가상 사설망(140)내의 호 접속 신호를 가상 사설망

을 벗어난 일반 통신망에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323단계에서 종단 기지국

(170)은 일반 무선 단말기인 수신 단말기(115)로 상기 호 접속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송신 단말기(111)와의 통화를 위한

호를 연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하나의 이동 통신 단말기(송신 단말기)가 적어도 두 개의 번호를 발급 받아 용도에 따라 개인

용/업무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 없다. 게다가 기업에서는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업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 비밀의 노출을 줄일 수 있으며, 용도의 구분으로 인해 업무용 호 성립에 대한 데이터 사

용 요금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비용 징수를 하기 편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동 통신 단말기는 가상사설망의 모듈 및 칩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므

로 다른 지역의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

될 수 있다. 더욱이 가상사설망으로부터 발급 받은 번호로 호를 설정하여 서비스가 성립되면 사내 전화가 필요하지 않으

며, 이동 통신 단말기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하면 기지국으로부터 호가 성립되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나의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적어도 두 개의 번호를 발급 받아 용도에 따라 개인용/업무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업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

에 기업 비밀의 노출을 줄일 수 있고, 용도의 구분으로 인해 비용 징수가 편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a 및 도 2b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일반 통신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을 통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가상 사설망 인

증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 단말기로 기업망 단말기나 가상사설망 단말

기로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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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상사설망 단말기로 일반 유선 단말기나 무선 단말기로

통화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1 : 송신 단말기 112~115 : 수신 단말기

120 : 기지국 130 : 외부 인터넷망

131 : 라우터 132 : 인터넷 백본망

140 : 가상사설망 141 : 보안서버

142 : 데이터베이스 143 : 인증서버

144 : 호 관리 교환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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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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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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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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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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