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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은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

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90u), 무선통신기지국(3B)과 휴대통신단말(90u)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3B)에 대해 송수신되는 상기 동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장치(44)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휴대전화나 PHS,

PDA 등의 휴대통신단말에 구비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화질의 텔레비전 전화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당해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되

는 상기 동화상을 수신하는 자영기지국장치 및,

상기 자영기지국장치에 의해 수신된 동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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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장치상에 상기 휴대통신단말을 고정하는 것과 함께, 당해 휴대통신단말의 충전을 행하는 충전장치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하여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동화상을 포함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송신하는 컨텐츠 서

버,

상기 컨텐츠 서버에 의해 송신된 상기 컨텐츠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거쳐 수신하는 셋톱박스 및,

상기 자영기지국장치 및 상기 셋톱박스에 의해 수신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상기 모니터 장치로 출력하는 절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당해 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에 의해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해서 구축된 통신 네트

워크를 통해서 당해 IP 패킷의 송수신을 행하는 신호처리부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상기 휴대통신단말과 타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IP 패킷을 중계하는 중계서

버를 구비하고,

상기 중계서버는,

상기 자영기지국장치 및 상기 무선통신기지국의 우선순위를 등록하는 테이블 데이터,

자영기지국장치 및 상기 무선통신기지국 양쪽으로부터 수신이 있는 경우, 당해 식별자 및 상기 테이블 데이터에 기초하여

당해 자영기지국장치 및 상기 무선통신기지국을 선택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상기 타 휴대통신단말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청구항 6.

공개특허 10-2006-0130204

- 2 -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과 통신가능한 자

영기지국장치로서,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당해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되

는 상기 동화상을 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단말 동화상 수신장치에 의해서 수신된 동화상을 모니터 장치로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영기지국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당해 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와의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해서 구축된 통

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해 IP 패킷의 송수신을 행하는 신호처리부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영기지국장

치.

청구항 8.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하여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상으로부터 송신되는 동화상을 포함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고, 모니

터 장치로 출력하는 셋톱박스로서,

당해 컨텐츠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거쳐 수신하는 것과 함께,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에 의해 송수신되

는 동화상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한 동화상과 상기 컨텐츠 수신장치에 의해 수신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상기 모니터 장

치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박스.

청구항 9.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을 이용한 텔레비

전 전화방법으로서,

(1)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당해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

되는 상기 동화상을 자영기지국장치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및,

(2) 상기 (1) 단계에 의해 수신된 동화상을 모니터 장치에 표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방

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하여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상으로부터 송신되는 동화상을 포함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당해 통신 네트

워크를 거쳐 수신하는 (3)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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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 (2)에서는 상기 단계 (1) 및 상기 단계 (3)에 의해 수신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상기 모니터 장치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기지국과 상기 휴대통신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자영기지국장치와 당해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4) 단계 및,

상기 휴대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해서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해 IP 패킷의 송수신을 행하는 (5)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

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통신단말과 상기 무선통신기지국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타 휴대통신단

말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IP 패킷을 중계하는 (6)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화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6) 단계에서, 상기 무선통신기지국 경유 또는 상기 자영기지국장치 경유의 통신경로의 우선순위를 각각 등록해 놓

고, 각 통신경로를 식별하는 식별자를 취득하여, 복수의 통신경로로부터 발호가 있는 경우, 당해 식별자 및 상기 우선순위

에 기초하여 통신경로를 선택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타 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

화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 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또는 PHS 단말, PDA 등의 휴대

통신단말을 이용한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자영기지국장치, 셋톱박스 및 텔레비전 전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래에, 무선통신 기지국에 대해 동화상(영화)을 촬상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또는 PHS 단말 등의 휴대통신단말이

보급되고 있고, 동화상의 송수신과 통화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소위 텔레비전 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특개

2004-7537호 공보).

이러한 텔레비전 전화에서는, 휴대통신단말에 구비된 카메라에 의해 유저를 촬상하고, 무선통신 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

사이에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으로부터 중계 서버를 통해 타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음성 데이터 및

동화상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수신된 동화상은 휴대통신단말에 구비된 액정화면 등의 모니터에 표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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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통신단말은 그 휴대성이 중시되므로, 모니터의 크기나 해상도에 한계가 있고, 텔레비전 전화에서의 고화질화

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래에 있어서는 소위 VoIP 기술을 이용한 IP 전화가 보급되고 있고, 이러한 IP 전화에서는 저요금 또는 무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VoIP 기술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전화를 실시하는 경우, VoIP 기능을 휴대통신단말에 내

장하게 하면 장치의 대형화, 복잡화를 초래하고 장치의 제조 비용이 증대되는 염려가 있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휴대통신단말은 충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충전으로서는 충전기상에 거치하는 방식이 있으며, 충전하

고 있는 동안은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중의 사용에 대해서는 휴대성을 중시할 필요는 없이 주변의 장치를 이용한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상의 것들을 감안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또는 PHS, PDA 등의 휴대통신단말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

해서, 고화질의 텔레비전 전화통신을 행할 수 있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자영기지국장치, 셋톱박스 및 텔레비전 전화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촬상된 동화상을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함과 동시에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 휴대통신단말,　 무선통신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선통신기지국에 대해

송수신되는 동화상을 수신하는 자영기지국장치 및, 자영기지국장치에 의해 수신된 동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장치를 구비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통신단말과 무선통신기지국 사이에서 송수신되고 있는 동화상을 자영기지국장치를 거쳐

수신하고, 텔레비전 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 등의 모니터 장치로 출력할 수 있고, 모니터 장치에 표시된 영상을 통해 고화

질, 대화면의 텔레비전 전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자영기지국장치는 무선통신기지국과 동일한 프로토

콜(예를 들어, PHS 방식)을 이용하여 휴대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동화상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유저는 통신을 경유하는

국(무선통신기지국이나 자영기지국장치)을 의식하지 않고 텔레비전 통신의 조작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유저의 필요에 대응하여 무선통신

기지국과 상이한 프로토콜(예를 들어, 무선 LAN)을 이용하여 동화상의 송수신을 행하는 기능을 함께 구비하여도 좋다.

상기 발명에서는, 모니터 장치상에 휴대통신단말을 고정함과 동시에 휴대통신단말의 충전을 행하는 충전장치를 추가로 구

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통신단말을 모니터 장치상에 용이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텔레비전 전화를

행하면서 휴대통신단말의 충전을 행할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에서는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하여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동화상을 포함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송신하는 컨텐츠 서버, 컨텐츠 서버에 의해 송신된 컨텐츠 데이터를 통신 네트워크를 거쳐 수신하는 셋톱박스 및, 자영기

지국장치 및 셋톱박스에 의해 수신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모니터 장치로 출력하는 절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셋톱박스에 구비된, 컨텐츠 서버로부터 송신되는 컨텐츠를 출력표시하기 위한 기능을 텔레비

전 전화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복한 기능을 구비한 복수의 장치를 배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작은 공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 발명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접속처리부 및, 접속처리부에 의해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

해서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패킷의 송수신을 행하는 신호처리부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

우에는 무선통신기지국 경유의 무선통신 외에, IP 네트워크를 통한 저비용의 IP 전화도 이용가능하게 되어 텔레비전 전화

통신에서의 통신료의 저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휴대통신단말과 타 휴대통신단말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IP 패킷을 중계하는 중계서버를 구비하고, 중계서버는, 자영기지국장치 무선통신기지국의 우선순위를 등록하

는 테이블 데이터, 자영기지국장치 및 무선통신기지국 양쪽으로부터 수신이 있는 경우 식별자 및 테이블 데이터에 기초하

여 자영기지국장치 및 무선통신기지국을 선택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상기 타 휴대통신단말에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무선통신기지국과 자영기지국장치 양쪽과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유저의 설정에 기초하여 임의의 통신경

로를 자동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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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통신 네트워크의 전체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휴대전화와 IP 전화를 겸비한 통신 네트워크를 전

제로 하고, 본 발명의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내에 구비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

신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휴대통신단말(90u)에 의해 무선통신기지

국(3B) 또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와의 무선통신을 통해 IP 네트워크(1)에 접속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IP 네트워크(1)는 유선, 무선 전화회선이나 전용선 등의 통신회선을 상호 접속하여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이고, LAN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IP 네트워크(1)에는, 호의 접속처리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컴퓨터(80u)와 자영기지국장치

(100u)에 접속되어 음성대역 신호의 디지털 부호화 등을 실행하는 IP 전화단말(70u, 26u)등이 접속되어 있다.

IP 전화단말(70u)은 유저(U)의 자택인 유저댁(20)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전화번호 [050-xxxx-]가 할당되어 있다.　

또한, IP 전화단말(26)은 타유저의 자택인 유저댁(25)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전화번호 [050-yyyy-] 및 IP 어드레스

[y.y.y.y]가 할당되어 있다.

추가로, IP 네트워크(1)는, 본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신호 변환을 실행하는 게이트웨이(1G)를 경유하여 회선교환방식을 이

용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PSTN(2)과 접속되어 있다.　 PSTN(2)에는 음성대역신호를 송수신하는 일반전화단말(31)

이 접속되어 있다. 일반전화단말(31)은, 유저(U)의 오피스(30)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화번호 [03-xxxx-]가 할당되

어 있다.　 또한, IP 네트워크(1)는, 본 실시예에서는 게이트웨이(1G)를 경유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네트워크(3)와 접속되어 있다.　 이동전화 네트워크(3)에는 휴대통신단말(90u, 52)이 무선통신기지국(3B)을 경유하여 접

속된다.

휴대통신단말(90u)은, 유저(U)에 의해 휴대되고, 이동통신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070-xxxx-]가 할당되어 있다.　 또한,

이동전화단말(52)은, IP 전화단말(26)이 설치되어 있는 타유저댁(25)의 유저가 이용하는 이동전화단말이며, 전화번호

[090-yyyy-]가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휴대통신단말(90u)은 옥외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3B)에 대해 PHS 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선통신을 행하

고, 무선통신기지국(3B)을 경유하여 이동전화 네트워크(3)로부터 IP 네트워크(1)로의 접속이 가능하며, VoIP 기술에 의

해 IP 네트워크(1)를 통해서 IP 전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지국(3B)을 경유하여 타휴대전화단말(27) 등

에 대해 동화상을 송수신하면서 통화를 행하는, 소위 텔레비전 전화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즉, 휴대통신단말(90u)은, 무선통신기지국(3B)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동일한 프로토콜인 PHS 방식 프로토콜을 이용

하고,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며, 유저댁(20)내에 있어서는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통해서 IP 네트

워크(1)에 접속하고, IP 네트워크(1)를 경유한 IP 전화도 가능하다. 또한, 휴대통신단말(90u)은 IEEE802.11 등의 무선

LAN을 통해서도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접속가능하며, 이러한 무선 LAN을 통한 IP 전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PHS 방식

과 무선 LAN 방식의 접속은, 통신환경(전파상황 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혹은 유저의 조작에 기초하여 절체된다.　 또

한, 본 실시예에서는 PHS 방식 프로토콜에 의해 무선통신기지국과 통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 FDMA 방

식, TDMA 방식, CDMA 방식, W-CDMA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전용 터미널 어댑터와 IP 전화단말에 PHS 방식의 자영기지국수단과 무선 LAN 기능을 부가한

모뎀장치이며, IP 어드레스[x.x.x.x]가 할당되어, 이에 접속되는 IP 전화단말(70u)을 이용하여 IP 전화가 가능하다.　 또

한,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무선통신기지국(3B)과 휴대통신단말(90u)간의 통신 프로토콜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무선통신기지국(3B)에 대해 송수신되는 동화상을 수신하는 단말 동화상 수신장치로서의 역

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휴대통신단말(90u)에 의한 IP 전화도 가능한 장치이다.　 즉, 본 실시예에서, 자영기지국장치

(100u)는 무선전파가 도달하는 소정값 구역내에서, 무선통신기지국(3B)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완수하며, 이에 의해 유저

(U)는 무선통신기지국(3B)으로부터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통해서 PHS 방식의 통신

을 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IP 네트워크(1)상에 SIP 서버(11), 데이터베이스 서버(12), 콜에이전트(13)에 의해 호접속 서버가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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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서버(11)는 휴대통신단말(90u)에 대한 호접속 등을 실행한다.　 또한, SIP 서버(11)는 휴대통신단말(90u)이 자영기지

국장치(100u)나 컴퓨터(80u)를 거쳐 IP 네트워크(1)에 접속된 경우, IP 어드레스 등의 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송신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12)는 IP 전화 서비스의 유저에 관한 정보와, 전화번호와 접속선 어드레스(IP 어드레스)를 관련시켜 기

억한다.　 콜에이전트(13)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호의 접속을 실행한다. 또한, IP 네

트워크(1)에 자영기지국장치(100u)나 컴퓨터(80u)를 거쳐 접속되어 있는 휴대통신단말(90u)에 대한 호의 경우, 콜에이전

트(13)는 SIP 서버(11)로 호접속에 필요한 IP 어드레스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SIP 서버(11), 데이

터베이스 서버(12) 및 콜에이전트(13) 각각이 제공하는 기능은 일체로 된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로, IP 네트워크(1)상에는, 이동전화 네트워크(3)를 거쳐 휴대통신단말(90u)과 다른 VoIP 대응장치와의 사이에서 송

수신되는 IP 패킷을 중계하는 중계서버(10G)가 배치되고, 상기 중계서버(10G)는 휴대통신단말(90u)과 무선통신기지국

(3B)간에서 송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IP 네트워크(1)를 통해서 IP 전화를 실시하는 기능을 구

비한다.

상기 중계서버(10G)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무선통신기지국(3B)을 식별하는 식별자를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취

득하고,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무선통신기지국(3B) 양쪽으로부터 수신이 있는 경우, 취득한 식별자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저장된 테이블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영기지국장치(100u) 및 무선통신기지국(3B)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타 VoIP 대응장치에 대해 접속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중계서버(10G)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무선통신기지국(3B) 양쪽으로부터 수신이 있는 경

우,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선택한 경우, 타측 무선통신기지국(3B)에 대해 휴대통신단말(90u)과의 접속을 절단하는 지

시를 통지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무선통신기지국(3B)은 상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통신단말(90u)과의 접속을 절단

한다.　 이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은 자영기지국장치(100u) 경유의 접속을 이용한　 IP 전화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의 구성]

그리고, 유저댁(20)내에는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상술한 휴대통신단말(90u), 자영기지국장치(100u),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의해 수신된 동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장치(44)를 구비한다.

휴대통신단말(90u)은 상술한 구성에 추가하여 카메라(42)를 구비하고, 상기 카메라에서 촬상한 동화상을 송수신함으로써,

소위 텔레비전 전화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무선통신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휴대통신단말에 대해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송수신된 음성 데이터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며, IP 네트워크(1)를 통해 IP 패킷의 송수신을 행한

다.　 또한, 셋톱박스(41)는 휴대통신단말(90u) 및 IP 네트워크(1)로부터 송신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모니터 장치(44)

에 출력하는 컨텐츠 수신장치이다.

모니터 장치(44)는 텔레비전 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위성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수

신하는 튜너를 구비함과 동시에, 본 실시예에서는 셋톱박스(41)를 거쳐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접속되어, IP 네트워크

(1)상에 배치된 컨텐츠 서버(14)로부터 송신되고 셋톱박스(41)에서 수신되어 축적된 영상 컨텐츠를 출력하는 기능도 구비

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은, 모니터 장치(44)상에 휴대통신단말(90u)을 고정함과 동시에, 휴대통신단

말(90u)의 충전을 행하는 충전기(43)를 구비한다.

충전기(43)는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44)의 상면 등에 설치되어, 가정용 콘센트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는 동시에 휴대통신

단말(90u)에 구비된 전지를 충전한다. 휴대통신단말(90u)은 충전기(43)에 착탈가능하게 되어 있고, 충전기에 놓여진 상태

에서 충전을 행함과 동시에 핸드프리로 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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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본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은, 컨텐츠 서버(14)에 의해 송신되는 컨텐츠 데이터를 IP 네트워크(1)를

거쳐 수신하고, 축적하는 셋톱박스(41)를 구비한다.

이어서,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휴대통신단말(90u)과 자영기지국장치(100u)의 기능블럭 구성에 대해 설명한

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통신단말(90u)은 입력키부(91), 표시부(92), 음성신호 입력부(93), 신호처리부(94), 접속처

리부(99), 카메라(42)를 구비한다.

입력키부(91)는 전화번호 등의 숫자와 소정 문자를 입력한다. 입력키부(91)에 의해 입력된 숫자나 문자 데이터는 신호처

리부(94)로 송출된다. 신호처리부(94)에는 카메라(42)도 접속되어, 카메라(42)에서 촬상된 동화상은 신호처리부(94)로 송

출된다.

입력키부(91)는 전화번호 등의 숫자나 소정 문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된 신호는 신호처리부(94)에 입력된다. 표시부

(92)는 입력키부(91)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의 내용이나 발신원의 전화번호, 통화상대로부터 수신된 동화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신호처리부(94)와 접속되어 있다.　 음성신호 입력부(93)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구비함과 동시에, 신호처리부(94)

와 사이에서 음성대역 신호를 숭수신한다.

신호처리부(94)는 음성신호 입력부(93), 카메라(42), 표시부(92)와의 사이에 송수신되는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와 소정 규

격에 기초한 디지털 신호의 변환을 행하는 모듈이다.　 또한, 신호처리부(94)는 입력키부(91) 및 표시부(92)와 접속되어,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또한, 신호처리부(94)는 예를 들어, ITU-TG.729a/b에 준거한 코덱 등에 의해 실

현할 수 있다.

접속처리부(99)는, PHS부(97)를 통해 무선통신기지국(3B)에 접속하는 경우, SIP 서버(11)와의 통신을 행하는 모듈이다.

　 구체적으로는, 접속처리부(104)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기초하여 단말 ID[U1234-5678], 유저 ID

[user_a] 및 패스워드를 SIP 서버(11)로 송신한다. 또한, 접속처리부(99)는 직접 무선통신기지국(3B)에 접속하는 경우,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기초하여 SIP 서버(11)와, 휴대통신단말(90u) 즉, 유저(U)가 이용하는 전화번호

[070-xxxx-]에 대한 호의 접속을 실행한다.　

추가로, 휴대통신단말(90u)은 등록정보 송신부(95a), 유저정보 기억부(95b), 단말ID 기억부(95c)를 구비한다.

유저정보 기억부(95b)는 유저(U)를 식별하는 유저 ID(유저 식별자), 당해 유저 ID와 대응되는 패스워드를 기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유저(U)의 유저 ID[user_a]와 상기 유저 ID에 대응되는 패스워드가 기억된다. 또한, 유저 ID와 패스워드는

유저(U)가 이용하는 전화번호[070-xxxx-]와 관련되어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다.

휴대통신단말(90u)이 IP 네트워크(1)에 접속된 경우, 유저정보 기억부(95b)에 기억되어 있는 유저 ID와 패스워드가 단말

ID와 함께 자동적으로 SIP 서버(11)로 송신되기 때문에, 접속때마다 유저 ID 등의 정보를 유저(U)가 입력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등록정보 송신부(95a)는, SIP 서버(11)와 통신가능한 IP 네트워크(1)에 휴대통신단말(90u)이 접속된 경우, 휴대통신단말

(90u)을 식별하는 단말 ID, IP 네트워크(1)의 위치를 특정하는 단말위치 어드레스 즉, 휴대통신단말(90u)이 IP 네트워크

(1)에 접속되어 있는 개소를 특정하는 IP 어드레스와 전화번호를 SIP 서버(11)로 송신한다.

또한, 등록정보 송신부(95a)는 유저(U)의 유저 ID와 패스워드를 추가로 SIP 서버(11)에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단말 ID와 IP 어드레스에 추가하여, 유저 ID와 패스워드를 추가로 송신하는가의 여부는 확보하여야 할 보안 레벨에 대응하

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말ID 기억부(95c)는 휴대통신단말(90u)에 할당되는 단말 ID(단말 식별자)를 등록정보 송신부(95a)로 송출하기 위한 기

억 메모리이다. 여기서, 휴대통신단말(90u)에 할당되는 단말 ID는 휴대통신단말(90u)의 고유 식별자이다.　 본 실시예에

서는 [Uxxxx-xxxx]의 구성을 갖는 시리얼 번호가 이용되고, 휴대통신단말(90u)에는 [U1234-5678]이 할당된다.　 도

한, 당해 단말 ID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유저(U)가 이용하는 전화번호 [070-xxxx-]와 관련되어 기억되어 있다.　

또한, 단말 ID는 [Uxxxx-xxxx]의 구성을 갖는 시리얼 번호 대신에 휴대통신단말(90u)에 할당되는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를 이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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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해 시리얼 번호는 부정한 IP 전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바꿔쓰기가 되지 않도록 FLASH 등에 기입

한다.　 따라서, 당해 시리얼 번호의 변경을 용이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부정 IP 전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추가로, 휴대통신단말(90u)은 PHS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인 PHS부(97)

와, 무선LAN 등의 근거리 통신용의 통신 인터페이스인 무선LAN부(98)와, PHS부(97)와 무선LAN부(98)와의 절체를 수

행하기 위한 절체부(96)를 구비한다.

PHS부(97)는 무선통신기지국(3B)과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구비된 자영PHS부(106)과의 사이에서 PHS 방식의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모듈이다.　 무선LAN부(98)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구비된 무선LAN부(107)와

의 사이에서 IEEE802.11 등에 준거한 방식에 의해 무선통신을 행하는 모듈이다.　 절체부(96)는 입력키부(91)를 통한 유

저의 조작이나 신호처리부(94)에서의 수신전파 강도의 판정에 기초하여, PHS부(97)와 무선LAN부(98)를 선택적으로 신

호처리부(94)로 접속하는 절체 스위치이다.

한편,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신호처리부(102), 접속처리부(104) 및 네트워크IF부(105)를 구비하고 있다.　 신호처리부

(102)는 접속된 단말(IP 전화단말(70u)이나 휴대통신단말(90u))이 VoIP 변환기능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음성이나 영상

신호와 IP 패킷을 상호 변환하고 출력하는 모듈이다.

접속처리부(104)는 네트워크IF부(105)를 거쳐 SIP 서버(11)와의 통신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구체적으로 접속처리부

(104)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기초하여 상술한 휴대통신단말(90u)의 단말 ID[U1234-5678], 유저 ID

[user_a], 패스워드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고유의 IP 어드레스[x.x.x.x]를 SIP 서버(11)로 송신한다.　 추가로, 접속

처리부(104)는 송신한 IP 어드레스[x.x.x.x]가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등록된 경우에는 SIP 서버(11)로부터 당해 IP

어드레스의 등록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정보(SIP 헤더의 “expires”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또한, 접속처리부(104)는 수

신한 IP 어드레스의 등록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IP 어드레스,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다시 SIP 서버(11) 송신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당해 IP 어드레스를 재등록시킨다.

또한, 접속처리부(104)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기초하고, SIP 서버(11)는 휴대통신단말(90u)과 즉, 유저

(U)가 이용하는 전화번호[070-xxxx-]에 대한 호의 접속을 실행하는 것이다.　 추가로, 접속처리부(104)는 휴대통신단

말(90u)이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접속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휴대통신단말(90u)이 자영기지국장치

(100u)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접속처리부(104)는 이를 SIP 서버(11)로 통지한다.

네트워크IF부(105)는 IP 네트워크(1)와 접속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IF부(105)

는 IEEE802.3u에 준거한 100BASE-TX 등의 LAN 인터페이스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IP 네트워크(1)와

자영기지국장치(100u)와의 접속에는 IP 네트워크(1)와 접속되는 액세스 회선의 상황에 대응하여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모듈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IF부(105)는 셋톱박스(41)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컨텐츠 서버(14)로 접속하고 컨텐츠 서버(14)로부터 송신되는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여 절체부(108)를 통해 셋톱

박스(41)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추가로,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PHS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인 자영PHS

부(106)와, 무선LAN 등의 근거리 통신용의 통신 인터페이스인 무선LAN부(107)와, 자영PHS부(106)와 무선LAN부(107)

와의 절체를 수행하기 위한 절체부(108)를 구비한다. 자영PHS부(106)는 휴대통신단말(90u)에 구비된 PHS부(97)와의 사

이에서 PHS 방식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모듈이다.　 무선LAN부(107)는 휴대통신단말(90u)에 구비

된 무선LAN부(98)와의 사이에서 IEEE802.11 등에 준거한 방식에 의해 무선통신을 행하는 모듈이다.　 절체부(108)는

스위치(101a)를 통한 유저의 조작이나 자영PHS부(106) 및 무선LAN부(107)에서의 수신전파 강도의 판정에 기초하여, 자

영PHS부(106)와 무선LAN부(107)를 선택적으로 접속처리부(104)나 네트워크IF부(105)로 접속하는 절체 스위치이다.　

또한, 절체부(108)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휴대통신단말(90u)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대해 발착신이 있는 떼에는 IP 전화단말(70u)에 접속처리부(104)나 신호처리부(102)를 접속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추가로, 절체부(108)는 셋톱박스(41)로부터의 요구에 응해서,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수신되는 동화상과 컨텐츠 서

버(14)로부터 송신되는 동화상을 절체하여 셋톱박스(41)로 출력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통신 시스템의 동작 개요]

이어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동작의 개요에 대해 도 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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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타유저댁(25)의 유저가 IP 전화단말(26)을 이용하여 유저댁(20)에 설치되어 있는 유저(U)가 이용하는 IP 전화

단말(70u)에 대하여 발호한 경우, 먼저 콜에이전트(13)는 IP 전화단말(70u)에 할당되어 있는 전화번호[050-xxxx-]를 IP

어드레스[y.y.y.y]와 함께 IP 전화단말(26)로부터 수신한다.　 이어서, 콜에이전트(13)는 수신한 전화번호[050-xxxx-]

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12)를 참조한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는 예를 들어 도 4의 전화번호 테이블(125a, 125b)에 나타낸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콜에이전트(13)는 전화번호 테이블(125a)의 할당 전화번호에 나타나 있는 [050-xxxx-]에 기초하여 접속선 어드레스(우

선순위 1)에 나타나 있는 IP 어드레스[x.x.x.x]를 취득한다.　 콜에이전트(13)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2)로부터 취득한 IP

어드레스[x.x.x.x]와 IP 전화단말(26)로부터 수신한 IP 어드레스[y.y.y.y]에 기초하여 IP 전화단말(26)과 IP 전화단말

(70u)을 접속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서버(12)는 소정 전화번호에 대한 호를 전송하는 전송선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테이블(125a)에서 할당 전화번호[050-xxxx-]에는 상술한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1)로서

기억되어 있는 IP 어드레스[x.x.x.x]에 추가하여,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3)로서 유저(U)가 휴대하는 휴대통신단말

(90u)의 전화번호[070-xxxx-]가 기억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테이블(125a)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계층구조를 이루어, 할당 전화번호[070-

xxxx-]의 하위 테이블 데이터(125c)에는 휴대통신단말(90u)과 접속가능한 자영기지국장치(100u)의 IP 어드레스가 기억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2)로서 유저(U)의 사무실(30)에 설치된 자영기지국장치(100u)의 IP

어드레스[x1.x1.x1.x1]가 기억되어,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2)로서 유저(U)가 이용하는 퍼스널 컴퓨터(80u)에 부착

되어 있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의 IP 어드레스[x2.x2.x2.x2]가 기억되어 있다.　 또한, 유저(U)는 인터넷을 거쳐 일반

전화단말(31)의 전화번호나 이동전화단말(90u)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시킬 수 있다.

콜에이전트(13)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복수의 접속선 어드레스가 기억되어 있는 경우, 접속선 어드레스의 우선순위

에 기초하여, 할당 전화번호[050-xxxx-]에 대한 호를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에이전트(13)는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1)로서 기억되어 있는 IP 어드레스[x.x.x.x]에 기초하여 IP 전화

단말(70u)을 호출하지만, IP 전화단말(70u)이 콜에이전트(13)로부터의 호출에 소정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IP 전

화단말(70u)에 대한 호출을 중지하고,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2)로서 기억되어 있는 전화번호[03-xxxx-]에 기초하여

일반 전화단말(31)을 호출할 수 있다.

추가로, 콜에이전트(13)는 휴대통신단말(90u)을 호출할 시에 직접 PHS 방식에 의해 전화번호[070-xxxx-]를 호출하고,

소정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자영기지국장치(100u)의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호출을 행한다.　 또

한,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접속선 어드레스의 우선순위는 유저(U)가 소정의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 서버(12)에 추가로 기억시킴으로써 1일 시간대에 따라 변경해도 좋다.

데이터베이스 서버(12)와 콜에이전트(13)가 상술한 바와 같이 동작함으로써, 유저(U)가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서 유저가

이용하는 전화번호[050-xxxx-]에 대한 호를 소정 전화단말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로, 본 실시예에서는, 유저(U)가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거쳐서 휴대통신단말(90u)을 IP 네트워크(1)에 접속한 경

우, 접속한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할당된 IP 어드레스가 상술한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접속선 어드레

스로서 SIP 서버(11)를 통해 설정된다.

따라서, 유저(U)는 예를 들어, 출장지등에서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거쳐서 휴대통신단말(90u)을 IP 네트워크(1)에 접

속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접속선 어드레스를 스스로 변경함 없이 전화번호[050-xxxx-]에 대

한 호에 대해서 자영기지국장치(100u)와 휴대통신단말(90u)을 이용하여 응답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유저(U)가 동일 전화번호[050-xxxx-]가 할당된 IP

전화단말(70u)과 휴대통신단말(90u)의 2대의 전화번호를 접속선 어드레스 등의 변경 조작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실시예에서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과의 사이에서 PHS 방식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

기 때문에, 유저는 휴대통신단말(90u)에 할당된 PHS 번호를 이용하여 IP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영기지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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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u)를 컴퓨터(80u)에 대해서 착탈가능한 안테나 어댑터로 하면, 안테나 어댑터를 휴대함으로써 예를 들어, 해외 등 무

선통신기지국(3B)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 있어도 IP 네트워크(1)에 접속가능한 퍼스널 컴퓨터가 있다면, 자영

PHS 안테나국을 구축할 수 있고, 통상과 마찬가지의 조작에 의해 PHS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방법]

이어서,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IP 네트워크(1)에 접속되어 있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에 휴대통신단말(90u)이 접속되어 있으면, 퍼스널·자

영기지국장치(100u)는 SIP의 “REGISTER” 메시지를 이용하여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에 할당되어 있는 IP 어드레

스[x.x.x.x]와 함께 휴대통신단말(90u)에 할당되어 있는 [070-xxxx-]을 SIP 서버(11)로 송신한다(S10). “REGISTER”

메시지를 수신한 SIP 서버(11)는 MD5 등의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챌린지 밸류(Challenge Value)를 송신한다(S20).

챌린지 밸류를 수신한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는 유저 ID[user_a]와, 유저 ID에 대응하는 패스워드와, 휴대통신단

말(90u)에 기억되어 있는 단말 ID[U1234-5678]에 기초하여 MD5 등의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한 값을 SIP 서버(11)로 송

신한다(S30).

이어서, SIP 서버(11)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로부터 수신한 유저 ID[user_a]와, 패스워드와, 단말 ID[U1234-

5678]와, 전화번호[070-xxxx-] 및 IP 어드레스[x.x.x.x]를 데이터베이스 서버(12)로 송신한다(S40).

데이터베이스 서버(12)는, SIP 서버(11)로부터 수신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휴대통신단말(90u)을 인증하는 것과 함께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1)를 [070-xxxx-]로 변경함과 동시에 하위 테이블

데이터(125c)의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1)를 IP 어드레스[x.x.x.x]로 변경한다(S50).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12)는 휴대통신단말(90u)이 인증되어 접속선 어드레스(우선순위 1)의 내용 갱신을 SIP 서버

(11)로 통지한다(S60).　 SIP 서버(11)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2)로부터의 통지에 기초하여 등록이 완료된 것을 퍼스널·자

영기지국장치(100u)로 통지한다(S70).　 또한, SIP 서버(11)는 SIP 헤더의 “expires” 파라미터에 의해, 전화번호[070-

xxxx-] 및 IP 어드레스[x.x.x.x]의 등록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통지한다.　 상술한 처리가 완료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전화번호[050-xxxx-]에 관한 정보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어서, 추가로 도 5를 참조하여 휴대통신단말(90u)에 대한 호의 접속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IP 전화단말

(26)이 전화번호[050-xxxx-]에 대해 발호한 경우, 콜에이전트(13)는 당해 전화번호와 IP 전화단말(26)의 IP 어드레스

[y.y.y.y]를 IP 전화단말(26)로부터 수신한다(S80).　 이어서, 콜에이전트(13)는 수신한 전화번호[050-xxxx-]에 기초

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S90).　 여기서, 콜에이전트(13)는 전화번호[050-

xxxx-]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화번호[070-xxxx-] 및 IP 어드레스[x.x.x.x]를 취득하는 것과 함께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LF에 ‘1’이 기억되어 있는 것에 의해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에 할당되어 있는 IP 어드레스인 것을 인식한다

(S100).

콜에이전트(13)는 IP 어드레스[x.x.x.x]와 IP 전화단말(26)의 IP 어드레스[y.y.y.y]를 SIP 서버(11)로 송신한다(S110).

　 SIP 서버(11)는 콜에이전트(13)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IP 전화단말(26)로부터의 호를 휴대통신단말(90u)로

접속한다(S120). 이후, IP 전화단말(26)과 휴대통신단말(90u) 사이에서 통신이 개시된다(S130).

다음으로, IP 네트워크(1)에 접속되어 있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로부터 분리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SIP 서버(11)는 단계 S70에서 컴퓨터(80u)에 통지된 전화번호[070-xxxx-]의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퍼스널·자영

기지국장치(100u)로부터 당해 IP 어드레스의 재등록이 없는 경우,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접속되어 있는 휴대통

신단말(90u)을 호출한다(S140).

SIP 서버(11)는 단계 S140의 호출에 휴대통신단말(90u)이 소정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

(100u)가 IP 네트워크(1)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판정한다(S150).　 또한, 휴대통신단말(90u)만이 컴퓨터(80u)로부터 분리

된 경우,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는 SIP에 기초하여 휴대통신단말(90u)이 분리된 것을 SIP 서버(11)에 통지하는 것

도 가능하다.

공개특허 10-2006-0130204

- 11 -



SIP 서버(11)는 단계 S150에 의한 판정 결과 또는 휴대통신단말(90u)이 분리된 것을 나타내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

(100u)로부터의 통지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휴대통신단말(90u) 또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가 분

리된 것을 통지한다(S160).　 데이터베이스 서버(12)는 SIP 서버(11)로부터의 통지에 기초하여 전화번호[050-xxxx-]

에 대한 우선접속선, 즉 전화번호[050-xxxx-]와 전화번호[070-xxxx-]와의 관계를 해제한다(S170).

단계 S170의 처리가 완료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

경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 및 통신 방법에 의하면, 휴대통신단말(90u)에 의해 송신된 IP 어드레스[x.x.x.x]에

기초하여 유저(U)의 전화번호[050-xxxx-]에 대한 호가 휴대통신단말(90u)에 접속되기 때문에, 유저(U)는 전화번호

[050-xxxx-]에 대한 호에 휴대통신단말(90u)을 이용하여 응답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에 의해 송신된 IP 어드레스[x.x.x.x]가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미

리 기억되어 있는 접속선 어드레스에 우선하는 우선접속선으로서 자동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유저(U)가 직접 수동으로

접속선 어드레스를 변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유저(U)는 동일 전화번호[050-xxxx-]가 할당된 IP 전

화단말(70u)과 휴대통신단말(90u)의 2대의 전화단말을 접속선 어드레스 등의 변경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송신된 단말 ID와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기억되어 있는 단말 ID에 기초

하여 휴대통신단말(90u)을 인증하기 때문에 유저(U)의 유저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통신단말(90u)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부를 판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SIP 서버(11)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이 컴퓨터(80u)로부터 분리된 것 또는 퍼스널·자영기지국장

치(100u)가 IP 네트워크(1)로부터 분리된 것을 검지한 경우, 설정되어 있는 우선접속선이 해제되기 때문에 콜에이전트

(13)는 휴대통신단말(90u) 또는 퍼스널 컴퓨터(80u)가 IP 네트워크(1)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12)에 기억되어 있는 접속선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전화번호[050-xxxx-]에 대한 호를 접속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송신된 단말 ID에 더하여 유저 ID 및 패스워드에 기초하여 휴대통신단말

(90u)을 인증하기 때문에 부정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휴대통신단말(90u)이 단말 ID의 독출만이 가능한 단말 ID 기억부(95c)를 추가로 구비하고, 등

록정보 송신부(73)가 단말 ID 기억부(95c)로부터 독출한 단말 ID를 송신하기 때문에 유저 등에 의한 단말 ID의 변경을 방

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정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추가로, 본 실시예에 의하면, 퍼스널·자영기지국장치(100u)가 유저 ID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유저정보 기억부(72)를 추

가로 구비하여, 등록정보 송신부(73)가 단말 ID와 유저정보 기억부(72)에 기억된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송신하기 때문에,

유저(U)가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접속시마다 입력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및 동작 개요]

이어서,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의 동작 개요에 대해 도 8 및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여기서는 유저(U)가 유저댁

(20)에 있고, 유저댁(20) 내에서의 휴대통신단말(90u)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전화기능을 구비한 타 휴대통신단말(27)과의

사이에서 텔레비전 전화를 행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1) 착호처리

먼저, 타 휴대통신단말(27)로부터의 착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통신단말(90u)을

충전기(43)에 설치함으로써 휴대통신단말(90u)의 충전이 개시된다(S101 및 S102).　 그리고, 타 휴대통신단말(27)에서

발호처리가 되어 휴대통신단말(90u)에서 착호처리가 개시된다(S103).　 또한, 본 예시에서, 휴대통신단말(90u)은 무선통

신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과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통신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에 대해 착호처리가 가능하고, 무선통신기지국(3B) 경유의 통신경로 혹은 자영기지국장치(100u) 경유의 통신경로의

어느 하나를 확립하는가에 대해 판단을 행한다(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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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에 대해 착호가 있는 경우에는 자영기지국장치

(100u)를 우선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미리 테이블(125a)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 한다.　 따라서, 단계 S104에서는 테이블

(125a)을 참조함으로써 자영기지국장치(100u) 경유로 확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단계 S107로 이행한다.　 단계 S107에

서는 중계서버(10G)에 의해 무선통신기지국 경유의 통신경로를 절단하고, SIP 서버(11)는 휴대통신단말(27)과 자영기지

국장치(100u)를 접속한다.　 또한, 단계 S104에서의 판단에서는 예를 들어, 무선통신기지국 경유의 통신경로의 우선도가

높은 경우, 휴대통신단말(90u)과 자영기지국장치(100u) 사이에 통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무선통신기지국 경유

의 통신경로를 확립하여야 하고 단계 S105 및 S106으로 이행한다.　 즉, 단계 S105에서 중계서버(10G)를 통해　 무선통

신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27)을 접속하고, 단계 S106에서 무선통신기지국 경유로 IP 전화를 확립한다.

그리고, 휴대통신단말(90u)과 휴대통신단말(27) 사이에서 통신이 확립된 후,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자영PHS부(106,

97)에 의해 또는 무선LAN부(107, 98)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과의 사이에서 통신을 확립하고, 동화상의 송수신을 개

시한다(S108).　 이어서, 셋톱박스(41)를 통한 유저 조작에 기초하여 절체부(108)는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하는 영상

(음성을 포함)을 절체한다.　 즉, 셋톱박스(41)가 IP 네트워크(1)를 거쳐 컨텐츠 서버(14)로부터 송신되는 영상을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경로를 절체하고,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수신된 텔레비전 전화의 동화상을

셋톱박스(41)를 통해서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한다(S109).　 이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과 휴대통신단말(27)간에서

전화통신을 확립한다(S110).

(2) 발호처리

이어서, 타 휴대통신단말(27)로 발호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휴대통신단말(90u)을

충전기(43)에 설치함으로써 휴대통신단말(90u)의 충전이 개시된다(S201 및 S202). 그리고, 휴대통신단말(90u)의 조작에

기초하여 타 휴대통신단말(27)로의 발호처리가 개시된다(S203).　　 또한, 본 예시에서, 휴대통신단말(90u)은 무선통신

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과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통신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

쪽에 대해 발호처리가 가능하고, 무선통신기지국(3B) 경유의 통신경로 혹은 자영기지국장치(100u) 경유의 통신경로의 어

느 하나를 확립하는가에 대해 판단을 행한다(S204).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3B) 및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에 대해 발호가 있는 경우에는 자영기지국장치

(100u)를 우선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미리 테이블(125a)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 한다.　 따라서, 단계 S104에서는 테이블

(125a)을 참조함으로써 자영기지국장치(100u) 경유로 확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단계 S107로 이행한다.　 단계 S207에

서는 중계서버(10G)에 의해 무선통신기지국 경유의 통신경로를 절단하고, SIP 서버(11)는 휴대통신단말(27)과 자영기지

국장치(100u)를 접속한다.　 또한, 단계 S204에서의 판단에서는 예를 들어, 무선통신기지국 경유의 통신경로의 우선도가

높은 경우, 휴대통신단말(90u)과 자영기지국장치(100u) 사이에 통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무선통신기지국 경유

의 통신경로를 확립하여야 하고 단계 S205 및 S206으로 이행한다.　 즉, 단계 S205에서 중계서버(10G)를 통해　 무선통

신기지국과 휴대통신단말(27)을 접속하고, 단계 S206에서 무선통신기지국 경유로 IP 전화를 확립한다.

그리고, 휴대통신단말(90u)과 휴대통신단말(27) 사이에서 통신이 확립된 후,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자영PHS부(106,

97)에 의해 또는 무선LAN부(107, 98)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과의 사이에서 통신을 확립하고, 동화상의 송수신을 개

시한다(S208).　 이어서, 셋톱박스(41)를 통한 유저 조작에 기초하여 절체부(108)는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하는 영상

(음성을 포함)을 절체한다.　 즉, 셋톱박스(41)가 IP 네트워크(1)를 거쳐 컨텐츠 서버(14)로부터 송신되는 영상을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경로를 절체하고, 휴대통신단말(90u)로부터 수신된 텔레비전 전화의 동화상을

셋톱박스(41)를 통해서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한다(S209).　 이에 의해, 휴대통신단말(90u)과 휴대통신단말(27)간에서

전화통신을 확립한다(S210).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 의한 작용 및 효과]

이상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 의하면, 휴대통신단말(90u)과 무선통신기지국(3B) 사이에서 송수신

되고 있는 동화상을 자영기지국장치(100u)를 거쳐 모니터 장치(44)로 출력할 수 있고, 모니터 장치(44)에 표시된 영상을

통해 고화질, 대화면의 텔레비전 전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자영기지국장치(100u)는 무선통신기지국(3B)과 동일한 PHS 방식을 이용하여 휴대통신단말

(90u)과의 사이에서 동화상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유저는 통신을 경유하는 국(무선통신기지국이나 자영기지국장치)을 의

식하지 않고 텔레비전 통신의 조작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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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무선통신기지국과 동일한 PHS 방식 외에 무선통신기지국과 상이한 프로토콜인 무선 LAN

을 이용하여 동화상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환경에 대응한 통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모니터 장치(44)상에 휴대통신단말(90u)을 고정함과 함께 휴대통신단말(90u)의 충전을 행하는

충전기(43)를 설치하기 때문에, 휴대통신단말(90u)을 모니터 장치(44)상에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전화를

행하면서 휴대통신단말(90u)의 충전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컨텐츠 서버(14)에 의해 송신된 컨텐츠 데이터를, IP 네트워크(1)를 거쳐 수신하는 셋톱박

스(41)를 설치하여 자영기지국장치(100u) 및 셋톱박스(41)에 의해 수신하는 동화상을 선택적으로 모니터 장치(44)로 출

력하기 때문에, 셋톱박스(41)에 구비된, 컨텐츠를 출력표시하기 위한 기능을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

하고, 중복한 기능을 구비한 복수의 장치를 배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작은 공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자영기지국장치(100u)에 구비된 접속처리부(104) 및 신호처리부(102)에 의해 무선통신기

지국(3B) 경유의 무선통신 외에, IP 네트워크(1)를 통한 저비용의 IP 전화도 이용가능하게 되어 텔레비전 전화통신에서의

통신료의 저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자영기지국장치(100u) 및 무선통신기지국(3B)의 우선순위를 등록하는 전화번호 테이블

(125a, 125b)을 데이터베이스 서버(12)에 저장하고, 자영기지국장치(100u) 및 무선통신기지국(3B) 양쪽으로부터 수신이

있는 경우, 식별자 및 전화번호테이블(125a, 125b)에 기초하여 자영기지국장치(100u) 및 무선통신기지국(3B)을 선택하

고, 그 중 어느 하나를 휴대통신단말(27)에 대해 접속하기 때문에, 무선통신기지국(3B)과 자영기지국장치(100u) 양쪽과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유저의 설정에 기초하여 임의의 통신경로를 자동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전화나 PHS, PDA 등의 휴대통신단말에 구비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촬

상된 동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모니터 장치에 표시함으로써 고화질의 텔레비전 전화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통신단말 및 자영기지국장치의 기능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화번호 테이블의 데이터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화번호 테이블의 데이터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갱신된 전화번호 테이블의 데이터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서, 착호시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에서, 발호시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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