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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2대의 IP 전화기(100, 110) 중 1대의 IP 전화기가 TV/카메라 접속 요구를 수신하면, 그 IP 전화

기는 상대 단말의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취득한다. 그런 다음, IP 전화기는 자국측 IP 전화

기의 IP TV/카메라 어댑터로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전달하여, 영상 통신을 요구한다. 상대 단말의 리소스 레코드

는 상대측 IP 전화기의 전화번호와 관련되며, DNS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취득된다. IP TV/카메라 어댑터는 IP 전화기를

통해 상대 단말의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상대 단말의 IP TV/카메라 어댑터와 호를 접속하여, 영상 통신

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VoIP, SIP, DNS, 영상 통신, IP TV/카메라 서비스, URI, 리소스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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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기를 도시한 블록도.

도2는 도1의 IP 전화기가 적용된 네트워크 구성도.

도3은 도메인 형태로 변환된 전화번호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4는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IP TV/카메라 어댑터를 도시한 블록도.

도6은 발신 단말에서 발신 및 통화 프로세스의 전반부를 도시한 흐름도.

도7은 발신 단말에서 발신 및 통화 프로세스의 후반부를 도시한 흐름도.

도8은 IP TV/카메라 어댑터의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CPU 11: 스캐너

12: 조작 패널 13: LAN 컨트롤러

14: 프린터 15: 음성 압축/신장 유닛

16: 모뎀 17: 핸드셋

18: ROM 19: RAM

20: 착탈식 메모리 100, 110: IP 전화기

101, 111: LAN 102, 112: 라우터

103: 인터넷 104: DNS 서버

105: SIP 서버 106: 메일 서버

121, 131: 카메라 122, 132: TV

123, 133: IP TV/카메라 어댑터 143: TV/카메라 인터페이스

145: 영상 부호기/복호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IP 전화기 및 IP 전화 통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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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형태의 IP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예를 들어,

관련기술 1 참조). IP 전화 서비스의 예로서, IP 네트워크 상의 SIP 서버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따라 발신

단말에서의 IP 전화기와 착신 단말에서의 IP 전화기 사이를 호 접속한다. 호가 접속된 후, IP 전화기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패킷을 송수신하여, 실시간 통화를 실현한다.

또한, 음성 데이터와 함께 화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IP TV 전화기가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카메라,

IP 전화 및 코덱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춘 일체형 IP TV 전화기가 소개되었다. IP TV 전화기의 또다른 형태는 카메라, 마

이크로폰 및 코덱을 포함하며, TV에 접속하여 IP TV 전화로서 기능하는 셋-탑 박스형 IP 전화기이다.

[관련기술 1] 일본특허 공개공보 평2003-219027호

그러나, 이러한 TV 전화 기능을 갖지 않는 IP 전화기는 음성 데이터와 함께 화상 데이터를 상대측으로 전송할 수 없다. 따

라서, 자국측에서 생성된 영상을 송신하여, 그 영상이 상대측 TV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TV 전화 기능을 갖지 않는 IP 전화기가 송신 단말의 카메라 장치

에 의해 생성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대 단말의 표시 장치로 송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상대측으로부터 전송된

수신 영상을 자국측 단말에서의 표시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IP 전화기, IP 어댑터 및

IP 전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호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2대의 IP 전화기 중 1대가 TV/카메라 접속 요구를 수신할 경우, IP 전화기는

상대 단말의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취득한다. 그런 다음, IP 전화기는 자국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전달하여, 양측 IP 어댑터 사이에 영상 통신을 요구한다. 상대 단말의 리소스

레코드는 상대측 IP 전화기의 전화번호와 관련되며, DNS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취득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전술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의 실시예가 설명된다.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IP 전화기를 도시한 기능 블록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전화기는 IP 전화 기

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IFAX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화상 통신을 가

능하게 하는 구성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IP 전화기에 IFAX 기능이 탑재될 필요는 없다.

IP 전화기의 내부에는, 버스를 통해 스캐너(11), 조작 패널(12), LAN 컨트롤러(13), 프린터(14), 음성 압축/신장 유닛(15),

모뎀(16) 및 핸드셋(17)이 CPU(10)에 접속된다. 또한, IP 전화기는 ROM(18), RAM(19) 및 착탈식 메모리(removable

memory)(20)와 같은 메모리 매체도 포함한다.

스캐너(11)는 문서를 스캔하여, 화상을 전자 데이터 형태로 캡처하는 유닛이다. 조작 패널(12)은 디스플레이 및 조작 버튼

을 포함하는 유닛이며, 조작 버튼 중 1개는 IP TV/카메라 통신에 대한 동작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을 제공하는 시작 버튼이

다. 조작 버튼은 스캐너 기능, IFAX 기능 및 복사 기능과 같은 기능을 시작하기 위한 명령을 제공하는 또다른 시작 버튼도

포함한다. 또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소프트 버튼도 역시 조작 버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LAN 컨트롤러(13)는 LAN과

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며, LAN에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LAN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인터넷을 통해

IP 전화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LAN 컨트롤러(13)에 의해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인터넷으로부터 취득된다. 프

린터(14)는 CPU(10)의 인쇄 명령으로부터 출력되는 인쇄 데이터를 인쇄 출력하는 유닛이다. 복사 기능은 스캐너(11)에서

화상을 캡처하여 프린터(14)에서 인쇄 출력함으로써 수행된다. 프린터(14)는 또한 IFAX 기능 중 하나, 즉 수신 화상을 인

쇄 출력으로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 압축/신장 유닛(15)은 LAN 컨트롤러(13)로부터 취득된 음성 데이터(압축

데이터)를 신장하는 DSP(Digital Signal Compressor)를 포함한다. 모뎀(16)은 공중 전화 회선으로/으로부터 신호를 송신

/수신하는 유닛이다. 핸드셋(17)은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이 장치는 또한 핸드셋(17)이 오프-후크/온-후크

상태에 있는지를 검출하여 CPU(10)로 검출 결과를 통지하는 오프-후크/온-후크 검출 회로(도면에 도시되지 않음)를 포

함한다. ROM(18)은 IP 전화 기능, IFAX 기능, 스캐너 기능 및 복사 기능을 포함하여 IP 전화기의 기능을 위한 응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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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저장한다. 특히, 전술된 각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CPU(10)는 ROM(18)으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실행하고, 각 유닛의 동작을 제어한다. RAM(19)은 CPU(10)가 각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워크 에어리어(work area)

이다. 착탈식 메모리(20)는 CD, FD(R) 등과 같은 메모리 매체를 포함한다.

도2는 IP 전화기가 적용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IP 전화기(100(110))는 LAN(101(111))에 접속되어, LAN(101(111))

및 라우터(102(112))를 통해 인터넷(103)에 액세스할 수 있다.

DNS 서버(104), SIP 서버(105) 및 메일 서버(106)는 인터넷(103) 상에 제공된다. DNS 서버(104)는 인터넷 상의 리소스

와 전화번호를 결합한 ENUM(전화번호 매핑(Telephone Number Mapping))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ENUM DNS로서 기능

한다.

SIP 서버(105)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서의 세션 확립과 같은 프로세스를 중개하는 서

버이다. 본 실시예에서, SIP 서버(105)는 발신 단말과 착신 단말 사이를 호 접속한다.

메일 서버(106)는 POP 서버 구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메일 서버(106)는 IP 전화기(110)의 메일 박스를 포함하여, 인터

넷을 통해 IP 전화기(110)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to" 필드로 설정한 이메일을 수신하고, 그 이메일을 저장한다. IP 전화기

(110)로부터 수신 요구를 수신하면, 메일 박스에 저장된 전자 메일은 IP 전화기(110)로 다운로드된다.

이하, DNS 서버(104)에 있어서 전화번호가 URI로 변환되는 시스템이 간단히 설명된다.

ENUM은 E.164 권고안(ITU-T에 의한 전화번호의 국제 협정)에 기초하여 키로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NS를 검색한다.

ENUM은 E.164 번호에 대응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응용이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포맷으로

취득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ENUM DNS는 도메인 형태로 변환된 각 전화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이하, "도메인형 전화번호"라 칭함). 데이터

는 NAPTR(Naming Authority Pointer)로 칭해지는 리소스 레코드(resource record : RR) 타입으로서 저장된다(이하,

"NAPTR 리소스 레코드"라 칭함).

1개의 도메인형 전화번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형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ENUM DNS를 검색할 경우, 복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3은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서, 단말의 전화번호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메인형 전화

번호(30)로 변환된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는 역순으로 되고, 각 숫자 다음에는 점 "."이 삽입된다. 역순으로 된 번호의 말

미에는, ENUM DNS(104)의 도메인명인 "e164.arpa"이 부가된다. 도메인형 전화번호(30)의 다음 행에는, 클래스(31), 리

소스 레코드 타입(32), NAPTR 리소스 레코드 사이의 우선도(priority degree)(33, 34), 플래그(35), 서비스 내용(36, 37),

치환 문자열(substitute character string)(38), URI 스킴(scheme)(39) 및 URI(40)가 기술되어 있다. URI(40)는 전화번

호(30)를 갖는 단말이 서비스 내용(36, 37)에 기술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어드레스 정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NAPTR 리소스 레코드는 서비스 내용(36, 37)에 의해 서비스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URI(40)는 서비스가 이용될 때의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다. ENUM DNS(104)는 그 자신의 도메인형 전화번호(30)와 관련하여 복수의 NAPTR 리소스 레

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

도4는 전화번호 "81-03-5434-5678"과 관련하여 4개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IP 전화 서비스가, 제2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IFAX 서비스가, 제3 NAPTR 리소스 레코

드에는 파일 전송 서비스가, 제4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IP TV/카메라 서비스가 할당된다. 도4의 NAPTR 리소스 레

코드가 IP 전화기(110)의 전화번호에 대해 제공될 경우, 제4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URI(40)는 IP 전화기(110)

의 이용자에 의해 지정된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IP 전화기(100)가 위치된 영역 내에 카메라(121) 및 TV(122)가 제공된다. 카메라(121) 및 TV(122)

는 IP TV/카메라 어댑터(123)를 통해 LAN(101)(인터넷(103))에 접속된다. 또다른 IP 전화기(110)가 위치된 영역에도 유

사한 구성이 제공된다. 특히, 카메라(131) 및 TV(132)는, 이들이 IP TV/카메라 어댑터(133)를 통해 LAN(111)(인터넷

(103))에 접속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도5는 IP TV/카메라 어댑터(123)의 기능 블록도이다. 버스 등을 통해 ROM(141), RAM(142), TV/카메라 인터페이스

(143), 영상 부호기/복호기(145) 및 LAN 컨트롤러(146)가 CPU(140)에 접속된다. ROM(141)은 IP TV/카메라 통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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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CPU(140)는 ROM(141)으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에 기술된 명령을 실행하여, IP TV/

카메라 통신에 대해 제어한다(후술됨). 이 예에서, CPU(140)는 SIP에 따라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에 호를 접

속한다. 카메라(121)의 영상 출력 단자 및 TV(122)의 영상 입력 단자는 케이블 등을 통해 TV/카메라 인터페이스(143)에

물리적으로 접속된다. 영상 부호기/복호기(145)는 영상의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한다. 이 예에서, 영상 부호기/복호기

(145)는 MPEG-4에 따라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한다. LAN 컨트롤러(146)는 LAN(101)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

고, 물리적으로 LAN(101)에 접속되어, LAN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본 실시예에서, IP 전화기(100) 및 IP 전화기(110)는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또한, IP TV/카메라 어댑터(123) 및 IP TV/

카메라 어댑터(133)도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동일한 부호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 부분에 적용된다.

이하, IP 전화기를 사용하여 양측 단말 사이에 음성 통화를 유지하는 동안, 착신 단말이 발신 단말에서 생성된 영상을 표시

하는 동작이 설명된다.

도6 및 도7은 발신 단말에서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 단말로서 IP 전화기(100)를,

착신 단말로서 IP 전화기(110)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IP 전화기(100)로부터 호가 제기될 경우, 이용자는 장치 본체로부터

핸드셋(17)을 집어들어, 조작 패널(12)로부터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발신측 IP 전화기(100)가 핸드셋(17)이 오프-후크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S101), 전화번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S102), 입력된 전화번호는 ENUM DNS에 의해 검색 가능하게 되도록 도메인 형태로 변환된다(S103). 예를 들

어,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전화번호가 "81-03-5434-5678"일 경우, 도메인형 전화번호는

"8.7.6.5.4.3.4.5.3.1.8.e164.arpa"이다. CPU(10)는 키로서 도메인형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NS 서버(104)로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검색을 요구한다(S104). DNS 서버(104)의 어드레스는 발신측 IP 전화기(100)에 사전 등록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DNS 서버(104)는 키로서 지정된 도메인형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착신 단말이 DNS 서버(104)

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취득되어 요구자(발신측 IP 전화

기(100))에게 전송된다.

DNS 서버(104)로부터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수신할 경우,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존재한

다고 인식한다(S105). 따라서, 착신측 IP 전화기(110)는 DNS 서버(10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등록된 서비스 정보

를 취득하여, 그 정보를 RAM(19)의 워크 에어리어에 저장한다(S106). 예를 들어, 착신측 IP 전화기(110)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4개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레코드 내용이 저장된다.

한편, DNS 서버(10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는 에러 프로세스가 수행된다(S108). 예를 들어, "에러"가 조작 패널(12)에 표시될 수도 있다.

다음에, CPU(10)는 취득된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분석하여, IP 전화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107). 도4에 도시된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서비스 내용(36)은

<sip>를 기술하고 있고, URI(40)는 <iptel>을 기술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 <sip>를 기술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36) 및

<iptel>을 포함하는 URI(40)는 IP 전화 서비스를 나타낸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이 경우,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착신측 IP 전화기(110)에서 IP 전화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

나, URI 정보는 URI를 이용하여 접속된 단말에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큼 충분하지 않

다. 따라서, 대안적인 구성으로서, URI를 이용하여 단말에 접속한 후에 그 단말에 IP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판

단이 이루어지면, 발신 단말은 요구되는 IP 전화 서비스를 갖는 단말에 접속될 때까지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또

다른 URI에 접속할 수도 있다.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어떤 URI도 IP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108로 이행하여 에러 프로

세스를 수행한다. 모든 URI에 접속하는 대신에, <sip>가 어떤 NAPTR 리소스 레코드에서의 서비스 내용(36)에도 포함되

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에러 프로세스로 진행하도록 하여, 에러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음에,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SIP 서버(105)를 통해 착신 단말과 호를 확립한다(S109). SIP에 따른 호 접속 프로세스

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우선,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SIP 서버(105)로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정보를 포

함하는 INVITE 메시지를 송신한다. INVITE 메시지에 포함된 착신측 IP 전화기(110)에 대한 정보는 단계 S106에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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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NAPTR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취득될 수 있다. 도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IP 전화 서비스를 지정

하는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SIP URI(iptel@ifax2.abc.com)가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수신지 정

보로서 이용된다.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 SIP 서버(105)는 착신측 IP 전화기(110)로 접속을 요구하는 INVITE 메시지를 송신한다.

INVITE 메시지에 대한 수신지로서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SIP URI(iptel@ifax2.abc.com)가 이용된다.

(접속을 요구하는)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 착신측 IP 전화기(110)는 SIP 서버(105)를 통해 발신 단말로 접속을 허가

하는 메시지를 회신한다. 접속을 허가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SIP 서버(105)를 통해 착신측 IP

전화기(110)로 ACK 메시지를 송신한다. 발신측 IP 전화기(100)로부터 ACK 메시지를 수신하면, 착신측 IP 전화기(110)

는 발신측 IP 전화기(100)로 (호출 상태(ringing status)를 나타내는) "Ringing"을 회신함과 동시에, 핸드셋으로 벨소리 울

림(sounding) 요구를 송신한다.

"Ringing"을 수신하면,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핸드셋(17)의 스피커로부터 호출음을 울린다. 이 호출 상태는 착신측 핸

드셋(17)이 오프-후크될 때까지(S110) 또는 발신측 핸드셋(17)이 온-후크될 때까지(S111) 지속된다. 발신측 핸드셋(17)

이 온-후크되면, 이것은 발신측 IP 전화기(100)의 이용자가 핸드셋(17)을 장치 본체로 내려놓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

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착신측 IP 전화기(110)의 이용자가 단말에서의 동작을 허가하기 위해 호출되는 전화기에 응답하여 핸드셋(17)을 집어들

면, 착신측 IP 전화기(110)는 SIP 서버(105)를 통해 발신 단말로 현재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OK" 메시지를 송신한다. 발신 단말이 "ACK" 메시지를 회신하면, 음성 통화가 시작된다.

발신 단말(100)과 착신 단말(110)이 접속되면, 양측 단말은 SIP 서버(105) 없이도 직접 통신을 수행한다(S112). RTP를

이용하는 UDP에 의해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수행된다. 핸드셋(17)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음성 데이터는 음성

압축/신장 유닛(15)에 의해 압축된다. CPU(10)는 소정의 시간 주기(예를 들어, 20msec)마다 태스크 인터럽션(task

interruption)을 삽입하여 LAN(101)을 통해 인터넷(103)으로 음성 패킷을 송신한다. 음성 패킷의 IP 헤더는 송신지

(sender) IP 어드레스(발신 단말) 및 수신지(destination) IP 어드레스(착신 단말)를 포함한다. RTP 헤더에는 음성 데이터

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타임 스탬프 정보가 세트된다.

이하, 발신측 IP 전화기(100)에서의 음성 통화하는 이용자가 착신측 IP 전화기(110)에서의 이용자로 하여금 발신 단말의

카메라(121)에 의해 생성된 영상을 착신 단말의 TV(132)에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IP TV/카메라 서비스가 설명된

다.

발신측 IP 전화기(100)에서의 이용자는 조작 패널(12)에 위치되어 있는 IP TV/카메라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 버튼

을 누른다. 시작 버튼은 IP TV/카메라 서비스에 대한 전용 스위치 버튼이거나, 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소프트 버튼일

수 있다.

발신측 IP 전화기(100)의 CPU(10)가 IP 전화 통화 중에 IP TV/카메라 서비스에 대한 시작 버튼이 눌려졌다는 것을 검출

하면, CPU(10)는 IP TV/카메라 통신 요구가 있다고 인식한다(S113). IP 전화 통화 중에 IP TV/카메라 통신에 대한 시작

버튼이 눌려지지 않고, 발신 단말의 핸드셋(17)이 온-후크된 경우나 또는 착신 단말의 핸드셋(17)이 온-후크된 경우에는,

음성 통화가 종료된다(S123).

IP TV/카메라 통신 요구를 검출하면, 발신 단말의 CPU(10)는 (음성 통화가 수행되는) 착신측 IP 전화기(110)가 IP TV/

카메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114). 따라서, CPU(10)는 (단계 S106에서 취득된) RAM(19)에 저장된 소

정의 어드레스로부터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여, IP TV/카메라 서비스가 어떤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본 실시예에서,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서비스 내용(36)이 <sip>를 기술하고 있고, URI(40)가 문자 코드

<ipTVcamera>를 포함하면, 그 URI를 갖는 단말은 IP TV/카메라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인식된다.

전술된 IP 전화 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URI 정보는 URI를 이용하여 접속된 단말에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대안적인 구성으로서, URI를 이용하여 단말에 접속한 후에 그 단말에

IP TV/카메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발신 단말은 요구되는 IP TV/카메라 서비스를 갖는 단말

에 접속될 때까지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또다른 URI에 접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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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ETF 법규에 있어서, "SIP"는 유일한 실시간 통신 서비스이다. 따라서, IP 전화 서비스 및 IP TV/카메라 서비스를 포

함하는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해,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서비스 내용(36)에 <sip>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

서, 본 실시예는 URI를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이 IP 전화 서비스인지 또는 IP TV/카메라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러나, IETF와 같은 표준화 단체가 장차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서비스 내용(36)에 있어서 <sip> 대신에 IP TV/카메라

서비스의 특정 문자 코드 기술을 제공하여 법규를 규정하면, 이러한 문자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IP TV/카메라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어떤 URI도 IP TV/카메라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115로 이행하여 에

러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모든 URI에 접속하는 대신에, <sip>가 어떤 NAPTR 리소스 레코드에서의 서비스 내용(36)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에러 프로세스로 진행하도록 하여, 에러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음에, 발신측 IP 전화기(100)의 CPU(10)는 카메라(131) 및 TV(132)에 접속된 어댑터인 (착신 단말의)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URI를 취득한다(S116). 도4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CPU(10)는 제4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SIP

URI(ipTVcamera@ipTVcamera.abc.com)를 취득한다.

또한, 발신측 IP 전화기(100)는 LAN(101)을 통해 발신측 IP TV/카메라 어댑터(123)에 접속한다(S117). IP TV/카메라

어댑터(123)로의 접속은 발신측 IP 전화기(100)에 미리 저장된 (발신측) IP TV/카메라 어댑터(123)의 IP 어드레스를 이

용하여 수행된다. 그런 다음, IP 전화기(100)는 IP TV/카메라 어댑터(123)에 IP TV/카메라 어댑터(133)(착신측 카메라

(131) 및 TV(132)의 어댑터)의 URI를 부여하여, IP TV/카메라 어댑터(123 및 133)(여기서, 어댑터(133)는 요구되는

URI를 가짐) 사이에 영상 통신을 시작한다(S118).

도8은 IP TV/카메라 어댑터(123)의 흐름도이다. IP TV/카메라 어댑터는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URI가 IP

전화기(100)에 의해 지정될 때 IP TV/카메라 통신에 대한 명령을 수신한다(S200). IP TV/카메라 어댑터(123)는 SIP 서

버(105)를 통해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와 호를 접속한다(S201). 호 접속이 이루어진 후, 어댑터(123, 133)에

의해 양측 카메라(121, 131)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이 송수신된다(S202). 어댑터(123, 133) 사이에서 송수신된 IP 패킷은

IP 헤더의 수신지 IP 어드레스로서 어댑터(123 또는 133)의 IP 어드레스를 갖는다. 또한, VoIP의 경우와 유사하게, RTP

헤더는 음성 데이터 대신에 화상 데이터에 부가된다.

발신측에서의 카메라(121)가 켜지면, 카메라(121)에 의해 생성된 영상은 영상 신호로서 대응하는 IP TV/카메라 어댑터

(123)로 입력된다. IP TV/카메라 어댑터(123)는 TV/카메라 인터페이스(143)로부터 영상 신호를 캡처한다. 영상 부호기/

복호기(145)는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압축한다. 그런 다음, CPU(140)는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IP 패킷

을 생성한다. IP 패킷의 헤더는 수신지 IP 어드레스로서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IP 어드레스는 DNS 서버(104)로부터 URI의 도메인명을 지정함으로써 취득된다. 그러나, IP

어드레스는 SIP에 따라 호를 접속할 때 취득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 카메라(121)에 의해 생성된 영상을 포함하는 IP 패킷

은 LAN 컨트롤러(146)로부터 LAN(101) 및 라우터(102)를 통해 인터넷(103)으로 송신된다.

IP TV/카메라 어댑터(123)에 의해 인터넷(103)으로 송신된 IP 패킷은 라우터(112)에 의해 LAN(111)으로 라우팅되고,

IP TV/카메라 어댑터(133)에 의해 취득된다.

IP TV/카메라 어댑터(133)는 (LAN 컨트롤러(146)에 의해 캡처된) IP 패킷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여, 영상 부호

기/복호기(145)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그런 다음, 복호화된 영상 데이터는 영상 신호로서 TV(132)의 영상

입력 단자로 제공된다. 따라서, 발신 단말의 카메라(121)에 의해 생성된 영상은 착신 단말에서의 TV(132)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이와 유사하게, IP 전화기(110)의 카메라(131)에 의해 생성된 영상은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23)를 통해 TV(122)

에 표시된다.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전화기(100)가 착신 단말 또는 발신 단말의 핸드셋(17)의 온-후크 상태를 검출한 경우, IP 전

화기(100)는 통화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S119), LAN을 통해 자국측 IP TV/카메라 어댑터(123)로 종료 통지를 송신

한다(S120).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전화기(100)로부터 종료 통지를 수신하면(S203), IP TV/카메라 어댑터(123)는 IP TV/카메

라 통신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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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P 전화기(100)가 자국측 IP TV/카메라 어댑터(123)로 상대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의 URI를 부여하고 접

속을 요구하면, IP TV/카메라 어댑터(123) 및 IP TV/카메라 어댑터(133)는 자발적으로 상호 접속을 확립하고, 영상 데이

터를 송수신한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서 IP 전화기를 사용하여 음성 통화하는 중에 상대측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된 설명에 있어서, 발신측 IP 전화기(100)가 TV/카메라 접속 요구의 입력을 수신하면, 발신측 IP TV/카메라 어댑터

(123)는 착신측 IP TV/카메라 어댑터(133)로 호 접속을 요구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와 달

리, 착신측 IP 전화기(110)가 TV/카메라 접속 요구에 대한 입력을 수신할 경우, 유사 접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TV/카메라 접속 요구가 IP 전화기(110)로 입력되면, IP 전화기(100)의 전화번호는 도메인 형태로 변환되어 DNS 서버

(104)로부터 그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한다. 그런 다음, 상대측(착신측)이 IP TV/카메라 서

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지원되면,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IP TV/카메라 어댑터(123)에 대한 URI)가

취득되어, SIP에 따라 IP TV/카메라 어댑터(133)는 IP TV/카메라 어댑터(123)와 호를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예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본 발명에 대한 제한으로서 구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주목된다.

본 발명이 대표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제한의 단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 및 예증

의 단어라고 이해된다. 현재 진술되고 보정된 바와 같이, 그 관점에 있어서 본 발명의 범위와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이 특정 구성, 자료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

명은 여기에 발표된 명세서에 한정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것과 같

이 모든 기능적으로 등가인 구성, 방법 및 이용법으로 확장한다.

본 발명은 전술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형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은 2004년 3월 31일자 출원된 일본특허 제2004-103927호에 기반하며, 그 전체 내용은 명백히 참조로서 본 명세

서에 포함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IP 전화기, IP 어댑터 및 IP 전화 시스템에 따르면, TV 전화 기능을 갖지 않는 IP 전

화기가 송신 단말의 카메라 장치에 의해 생성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대 단말의 표시 장치로 송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고, 또한 상대측으로부터 전송된 수신 영상을 자국측 단말에서의 표시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대측 IP 전화기와 호 접속을 유지하는 동안, IP 전화기가 TV/카메라 접속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IP 전화기를 사용하여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IP 전화기로부터 상기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상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전달함으로써 상기 IP 어댑터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 사이에 영상 통신을 요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는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전화번호와 관련되며 DNS 서버에 접속한 상

기 IP 전화기에 의해 취득된 리소스 레코드인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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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IP 전화기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상기 IP 전화

기의 IP 어댑터로부터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호를 접속하는 단계; 및

상기 IP 어댑터에 접속된 카메라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영상을 상기 IP 전화기의 IP 어댑터에 의해 IP 패킷으로 변환하여,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상기 IP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에서 상기 송신된 IP

패킷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며, 상기 영상을 상기 IP 어댑터에 접속된 표시 장치에 표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핸드셋의 오프-후크 상태가 검출된 후에 수신지 전화번호가 입력될 때, 상기 IP 전화기는 상기 DNS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상기 수신지 전화번호와 관련되는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고,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를 메모리에 저장하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P 전화 서비스의 URI 및 상기 IP TV/카메라 서

비스의 URI를 취득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4.

IP 어댑터에 접속된 IP 전화기에 있어서,

상기 IP 전화기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와 호 접속을 유지하는 동안, TV/카메라 접속 요구를 수신하는 조작 패널;

상기 TV/카메라 접속 요구가 수신되면,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취

득하는 취득 유닛; 및

상기 IP 어댑터로 상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송신하고, 상기 IP 어댑터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 사

이에 영상 통신을 요구하는 컨트롤러

를 포함하는 IP 전화기.

청구항 5.

IP 전화기에 있어서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장치 및 상대측 IP 전화기로부터 송신된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 장치에 접속된

IP 어댑터에 있어서,

상기 IP 전화기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지정할 때 상기 IP 어댑터와 상기 상대측 IP 전

화기의 IP 어댑터 사이에 영상 통신 요구가 수신되면, 상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상기 상대측 IP 전화

기의 IP 어댑터와 호를 접속하는 통신 컨트롤러; 및

상기 카메라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변환하고, 상기 IP 패킷을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

터로 송신하며,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에서 상기 송신된 IP 패킷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표시 장치에 표시하는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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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IP 어댑터.

청구항 6.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IP 전화기 및 IP 어댑터를 포함하는 IP 전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IP 전화기는, 상대측 IP 전화기와 호 접속을 유지하는 동안 조작 패널로부터 TV/카메라 접속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상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취득하고, 상기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상

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전달함으로써 상기 IP 어댑터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 사이에 영상 통신을

요구하며;

상기 IP 전화기에 있어서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장치 및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로부터 송신된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 장

치에 접속된 상기 IP 어댑터는, 상기 IP 전화기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지정할 때 상기

IP 어댑터와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 사이에 영상 통신 요구가 수신되면, 상기 IP TV/카메라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와 호를 접속하고, 상기 카메라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IP 패킷

으로 변환하며, 상기 IP 패킷을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로 송신하고, 상기 상대측 IP 전화기의 IP 어댑터에서

상기 송신된 IP 패킷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표시 장치에 표시하는

IP 전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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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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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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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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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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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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