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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콜서버에 의해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여 VoIP 시그널링 수행을 위한 VoIP 패

킷의 PDU(Packet Data Unit)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

는 단계와, 콜서버에 의해 VoIP 패킷의 IP(Internet Protocol) 헤더에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여 해당 VoIP 패킷을

데이터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데이터 서버에 의해 상기 콜서버로부터 수신된 VoIP 패킷의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

널링 주소를 공인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데이터 서버는 IP 헤

더에 대한 NAT/PT 작업만을 수행하고,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PDU에 설정된 데이터에 대한 수정으

로 인한 작업부하가 생략되어 VoIP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NAT/PT, 주소변환, VoIP, ALG, 라우터, 콜서버, 데이터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사설 IP와 공인 IP를 운용하는 VoIP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제 1 교환 시스템(100)에서 NAT/PT를 수행하기 위하여 NAT/PT 테이블의 일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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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제 2 교환 시스템(100)에서 NAT/PT를 수행하기 위한 NAT/PT 테이블의 일예시도.

도 4는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데이터 서버에서 PDU에 실린 데이터에 대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콜서버에서 PDU에 실린 데이터에 대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IP 헤더에 대한 NAT/PT와 PDU에 대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 1 교환 시스템 110 : 제 1 콜서버

111 :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112 : 미디어 게이트웨이

120 : 제 1 데이터 서버 200 : 제 2 교환 시스템

210 : 제 2 콜서버 211 :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212 : 미디어 게이트웨이 220 : 제 2 데이터 서버

300 : 인터넷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브이오 아이피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VoIP ALG) 기능에 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내부적으로 사설

IP를 운용하는 사설 네트워크가 NAT/PT를 통해 공인 IP를 사용하는 공인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경우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Port Translation)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VoIP 서비스의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브

이오 아이피 시그널링을 처리할 때 브이오 아이피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로 인하여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VoIP 서비스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화 서비스를 통합 구현함으로써, 전화 사용자들이 시내 전화

요금만으로 인터넷, 인트라넷 환경에서 시외 및 국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VoIP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H.323 등이 정의 되어 있다.

SIP은 간단한 텍스트 기반의 응용 계층 제어 프로토콜로서, 하나 이상의 참가자들이 함께 세션을 생성/수정/종료할 수 있

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세션들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회의, 전화, 면회,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이 포함된다

MGCP는 'H.248' 또는 'Megaco'라고도 알려졌으며, 멀티미디어 회의 진행 중에 필요한 신호 운용 및 세션 관리를 위한 표

준 프로토콜이다.

H.323은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데이터를 TCP/IP와 같은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위하여, 'ITU-T'에

서 정의한 표준이다.

한편, IPv4 주소 체계에서는 점차로 공인 IP 주소가 고갈됨에 따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기술을 이용하여

부족한 공인 IP 주소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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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는 IP 네트워크에서 적은 수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 IP 주소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

로, 'RFC(Request for Comments) 1631'의 일반 협약에 설명되어 있다.

NAT 기술중의 하나인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Port Translation)기술은 주로 IP 주소의 부족 문제나 내

부망의 구조를 숨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술로서, 주로 라우터나 방화벽 등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내부의

사설 IP를 인터넷에서 라우팅 가능한 공인 IP로 변환해 주며, IP 주소 뿐만 아니라 TCP/UDP의 포트 번호를 변환해준다.

사설 IP를 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설 네트워크의 한 호스트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호스트와 통신하려 할 때 사설 네트워크

의 호스트는 자신에게 할당된 사설 IP 주소를 발신지 주소로 사용하여 통신을 한다. 사설 IP 주소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는 의미가 없는 주소 체계이므로 공인 네트워크에서 의미가 있는 공인 IP 주소로 주소 변환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주소 변

환을 위해 NAT/PT를 위해 할당되어 있는 글로벌 IP 주소가 사용되며 이러한 글로벌 IP는 풀(Pool)로 관리되며 하나 이상

의 IP 주소를 가진다.

사설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outgoing)는 패킷의 발신지 주소를 글로벌 IP 주소로 변환해야 하며, 글로벌에서 사

설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전송될때(incoming)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변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NAT/PT는 사설 IP를 운용하는 사설 네트워크와 공인 IP에 의해 라우팅을 수행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

하는 라우터에서 이루어진다.

NAT/PT을 수행하는 라우터는 제 3계층(Layer 3)의 정보인 IP 주소 변환을 수행함과 아울러, TCP/UDP 계층의 포트 변

환을 통해 N:1 바인딩을 지원함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IP를 사설 네트워크의 여러 호스트가 공유하여 동시에 글로벌 네트

워크와 통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NAT/PT는 주소 변환을 위해 네트워크 계층의 목적지 주소 정보뿐만 아니라 트랜스포트 계층의 포트 정보를 이용

해 IP 주소 이용률을 극대화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방법이지만 IP 주소를 변환하기 위해 IP 계층과 TCP/UDP 계층을 고려

해야 하므로 처리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도 느리다. 또한 포트 번호에 민감한 서비스(Talk, RealPlayer, ... )는 해당하는

ALG(Application Level Gateway)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있다.

그리고 NAT/PT에서는 여러 개로 나뉘어 전달되는 패킷을 하나의 완전한 패킷으로 만들기 위해 재조립(Reassembly)해

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H.323, FTP, Messenger와 같은 인터넷 응용은 패킷의 PDU에 패킷 생성 호스트의 인식 정보(발신지 주소, 발신지

포트)를 포함하므로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없이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장비에서 응용을 지원하지 못한다. 따

라서 다양한 인터넷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ALG(Application Level Gateway)가 요청된다.

이와 같이 NAT/PT가 라우터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적으로 라우터는 패킷의 PDU를 분석할 수 있는 ALG(Application

Level Gateway)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 네트워크의 한 호스트에서 VoIP 시그널링을 생성하여 공인 네트워크에 송신할 경우, 라우터는 사설 네트

워크의 해당 호스트로부터 전송되는 VoIP 시그널링을 캡쳐하고 분석하여 NAT/PT를 통해 VoIP 시그널링의 IP 헤더에서

사설 IP 정보를 공인 IP 정보로 변환시켜주고, ALG(Application Level Gateway)기능을 수행하여 VoIP 시그널링의 PDU

(Packet Data Unit)내에 들어있는 발신지 주소 정보를 공인 IP 어드레스 및 공인 포트로 변환하여 시켜주어 공인 네트워크

로 전송하게 된다.

도 1은 사설 IP와 공인 IP를 운용하는 VoIP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자체적인 사설 네트워크를 운용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하여는 제 1 공인 IP를 가지고 통신을 수행하는 제

1 교환 시스템(100)과, 자체적인 사설 네트워크를 운용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하여는 제 2 공인 IP를 가지고 통신을 수행하

는 제 2 교환 시스템(200)이 인터넷망(300)에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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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교환 시스템(100)은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IP(사설 IP)를 할당받아 제 1 교환 시스템(100)의 가입자들을

위한 래거시 호 시그널링과 음성 회선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콜서버(110)와 제 1 콜서버(110)를 인터넷망(300)에

연결하기 위한 스위칭과 라우팅을 수행하는 제 1 데이터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자신의 가입자에게 VoIP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인터넷에서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100.100.100.100)를 가지고 있고, 제 1 콜서버(110)도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할당받은 하나의 시그널링 IP(사설 IP)(10.10.10.100)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 1 콜서버(110)와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자신이 할당받은 IP내에서 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트들을 할당받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1 콜서버(110)는 VoIP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111)와 VoIP 음성 데이터의 압축

변환 처리를 수행하는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를 구비하고 있다.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는 각 가입자에 채널을 할당하여 각 가입자의 음성 데이터를 압축변환처리한다. 이때, 각 채

널에 대하여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Media Gateway Interface: 이하 MGI) IP(사설 IP)(예를 들어, 10.10.10.101)

와 사설 포트(예를 들어 30000 - 30015)를 할당할 수 있다.

역시, 제 2 교환 시스템(200)은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IP(사설 IP)를 할당받아 제 1 교환 시스템(200)의 가입

자들을 위한 래거시 호 시그널링과 음성 회선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제 2 콜서버(210)와 제 2 콜서버(210)를 인터넷망

(300)에 연결하기 위한 스위칭과 라우팅을 수행하는 제 2 데이터 서버(22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자신의 가입자에게

VoI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인터넷에서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200.200.200.200)를 가지고 있고, 콜서버(210)도 제 2 교환

시스템내에서 할당받은 하나의 시그널링 IP(사설 IP)(20.20.20.200)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 2 콜서버(210)와 제 2 데

이터 서버(220)는 자신이 할당받은 IP내에서 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트들을 할당받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2 콜서버(210)는 VoIP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211)와 VoIP 음성 데이터의 압축

변환 처리를 수행하는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를 구비하고 있다.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는 각 가입자에 채널을 할당하여 각 가입자의 음성 데이터를 압축변환처리한다. 이때, 각 채

널에 대하여 MGI IP(사설 IP)(예를 들어, 20.20.20.201)와 MGI 포트(사설 포트)(예를 들어 30000 - 30015)를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IP 네트워크에서 가입자가 사설 IP 단말을 통해 Vo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1 콜서버(110)는 사용자

가 입력하는 전화 번호 정보에 따라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 1 데이터 서버(120)로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

(120)는 제 1 콜서버(110)로부터 전송되는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발신지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에서 대응하는

공인 IP 주소로 변경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사설 네트워크의 제 1 데이터 서버(120)에 전송해준다. 그리고, 상대측 사

설 IP 단말이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하면, 제 1 교환 시스템(100)내의 사설 IP 단말과 제 2 교환 시스템(200)

내의 사설 IP 단말간에 호가 연결되어 VoIP에 따라 음성 통화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설 IP와 공인 IP를 운용하는 VoIP 시스템에서 사설 IP를 가지는 제 1 콜 서버(110)가 사설 IP를 가지는 제 2

콜서버(210)와 세션을 형성하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AT/PT가 필요하다.

종래에는 이러한 NAT/PT를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서버(120, 220)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 1 콜서버(110)의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1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에서는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 주소로 자신의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싣고, PDU(Packet Data Unit)에는 발신 주소로 자

신의 MGI IP 주소와 MGI RTP(Real Time Protocol) 포트 주소를 싣는다.

따라서, 제 1 콜서버(110)로부터 하나의 패킷이 제 1 데이터 서버(120)를 통해 인터넷망을 경유하여 목적지 주소로 전송

될 경우, 제 1 데이터 서버(120)에서는 제 1 콜서버(110)에 의해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실린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

링 포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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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 1 데이터 서버(120)에서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제 1 콜서버(110)에 의해 PDU(Packet Data Unit)에

실린 MGI IP 주소와 MGI RTP 포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인터넷(300)을 통하여 제 1 교환 시스템내로 임의의 패킷이 수신되는 경우,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공인 IP를 제 1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로 변환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해당 패킷

을 전달한다.

역시, 제 2 콜서버(210)의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2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에서는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싣고, PDU(Packet Data Unit)에는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MGI IP 주소와 MGI RTP(Real Time Protocol) 포트 주소를 싣는다.

따라서, 제 2 콜서버(210)로부터 하나의 패킷이 제 2 데이터 서버(220)를 통해 인터넷망을 경유하여 목적지 주소로 전송

될 경우,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는 제 2 콜서버(210)에 의해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실린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

링 포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제 2 콜서버(210)에 의해 PDU(Packet Data Unit)에

실린 MGI IP 주소와 MGI RTP 포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인터넷(300)을 통하여 제 2 교환 시스템내로 임의의 패킷이 수신되는 경우,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공인 IP를 제 2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로 변환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해당 패킷

을 전달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서버(120, 220)는 NAT/PT를 수행하기 위하여 NAT/PT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다.

도 2는 제 1 교환 시스템(100)에서 NAT/PT를 수행하기 위하여 NAT/PT 테이블의 일 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NAT/PT 테이블은 크게 IP 헤더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과, PDU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IP 헤더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을 살펴보면, 제 1 콜서버(110)에 할당된 시그널링 IP(사설 IP)(10.10.10.100)가 있고,

시그널링 포트(사설 포트)(1720, 1719, 5060)가 있고, 각각의 사설 IP에 대하여 공인 IP(100.100.100.100)가 있고, 각각

의 사설 포트에 대하여 공인 포트(1720, 1719, 5060)가 있다.

PDU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을 살펴보면, 제 1 콜서버(110)의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MGI IP(사설 IP)

(10.10.10.101, 10.10.10.102, 10.10.10.103)가 있고, 각 MGI IP에 대하여 MGI RTP 포트(사설 포트)(30000 - 30015)가

있다. 하나의 MGI IP에 대하여 16개의 포트가 할당된다. 그리고, 각각의 사설 IP에 대하여 공인 IP(100.100.100.100)가

있고, 각각의 사설 포트에 대하여 공인 포트(60000 - 60047)가 있다.

도 3은 제 2 교환 시스템(200)에서 NAT/PT를 수행하기 위한 NAT/PT 테이블의 일예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NAT/PT 테이블은 크게 IP 헤더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과, PDU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IP 헤더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을 살펴보면, 제 2 콜서버(210)에 할당된 시그널링 IP(사설 IP)(20.20.20.200)가 있고,

시그널링 포트(사설 포트)(1720, 1719, 5060)가 있고, 각각의 사설 IP에 대하여 공인 IP(200.200.200.200)가 있고, 각각

의 사설 포트에 대하여 공인 포트(1720, 1719, 5060)가 있다.

PDU에 실리는 데이터 영역을 살펴보면, 제 2 콜서버(210)의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MGI IP(사설 IP)

(20.20.20.201, 20.20.20.202, 20.20.20.203)가 있고, 각 MGI IP에 대하여 MGI RTP 포트(사설 포트)(30000 - 30015)가

있다. 하나의 MGI IP에 대하여 16개의 포트가 할당된다. 그리고, 각각의 사설 IP에 대하여 공인 IP(200.200.200.200)가

있고, 각각의 사설 포트에 대하여 공인 포트(60000 - 6004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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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제 1 데이터 서버(120) 및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PDU에 실린 데이터에 대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제 1 콜서버가 제 2 콜서버에 설정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2 콜서버로부터 연결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도 2와 도 3에 도시된 NAT/PT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콜서버(110)에서 PDU에 MGI IP:10.10.10.101과 MGI 포트:3000을 실어서 제 1 데이터 서

버(120)로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도 2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PDU에 설정된 MGI IP:10.10.10.101과

MGI 포트:3000 공인 IP인 MGI IP:100.100.100.100과 공인 포트인 MGI 포트:60000으로 변환하여 제 2 데이터 서버

(220)에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제 1 데이터 서버(120)로부터 수신한 MGI IP:100.100.100.100과 공인 포트

인 MGI 포트:60000 을 그대로 제 2 콜서버(210)에 전송한다.

이에 제 2 콜서버(210)는 PDU에 목적지 주소로 MGI IP:100.100.100.100 MGI 포트:60000을 설정하고, 발신지 주소로

MGI 20.20.20.201 MGI 포트:30000을 설정하여 제 2 데이터 서버로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PDU에 설정된 MGI IP:20.20.20.201과 MGI 포트:30000을 공인 IP인 MGI IP:200.200.200.200과 공

인 포트인 MGI 포트:60000으로 변환하여 제 1 데이터 서버(120)에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제 2 데이터 서버

(220)로부터 수신한 목적지 주소 MGI IP:100.100.100.100과 공인 포트인 MGI 포트:60000과, MGI IP:200.200.200.200

과 공인 포트인 MGI 포트:60000을 그대로 제 1 콜서버(110)에 전송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제 1 데이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PDU에 설정된 사

설 MGI IP 및 사설 MGI 포트를 각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공인 MGI IP와 MGI 포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설 네트워크의 호스트에서 전송되는 VoIP 패킷에 대하여 라우팅을 수행하는 데이터 서버에서 ALG

(Application Level Gateway)기능을 수행하여 VoIP 패킷의 PDU(Packet Data Unit)내에 들어있는 발신지 주소 정보를

공인 IP 어드레스 및 공인 포트로 변환하여 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VoIP 패킷을 캡쳐하여 분석하고 VoIP 메시지

의 재조립과정에서 PDD(Post Dial Delay)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적으로는 VoIP 서비스의 제약이 발생된다.

아울러, ALG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부 응용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사설 IP를 운용하는 사설 네트워크가 NAT/PT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서버에 ALG(Application Level Gateway)기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VoIP 서비스의 제약사항이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사설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사설 IP를 운용하면서 NAT/PT를 통해 공인 IP를 사용하는 공인 네트워크

와 연동하여 VoIP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NAT/PT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NAT/PT를 수행하는 라우터에 반드시

VoIP ALG 기능을 구비해야 하는 제한성과, NAT/PT를 수행하는 라우터에서 VoIP ALG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 PDD

(Post Dial Delay)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브이오 아이피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VoIP 시그널링 수행시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Port Translation) 테이블을 참조하여 PDU

(Packet Data Unit)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고, IP

(Internet Protocol) 헤더에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는 콜서버와, 그 콜서버에 의해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공인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서버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콜서버에 의해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NAT/PT

(Network Address Translation/Port Translation)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시그널링 수행을 위한 VoIP 패킷의 PDU

(Packet Data Unit)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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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콜서버에 의해 VoIP 패킷의 IP(Internet Protocol) 헤더에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여 해당 VoIP 패킷을 데이터 서

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데이터 서버에 의해 콜서버로부터 수신된 VoIP 패킷의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공

인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VoIP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VoIP 시스템은 자체적인 사설 네트워크를 운용하면

서 인터넷망에 대하여는 제 1 공인 IP를 가지고 통신을 수행하는 제 1 교환 시스템(100)과, 자체적인 사설 네트워크를 운

용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하여는 제 2 공인 IP를 가지고 통신을 수행하는 제 2 교환 시스템(200)이 인터넷망(300)에 연결되

어 있다.

제 1 교환 시스템(100)은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IP(사설 IP)를 할당받아 제 1 교환 시스템(100)의 가입자들을

위한 래거시 호 시그널링과 음성 회선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콜서버(110)와 제 1 콜서버(110)를 인터넷망(300)에

연결하기 위한 스위칭과 라우팅을 수행하는 제 1 데이터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자신의 가입자에게 VoIP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인터넷에서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100.100.100.100)를 가지고 있고, 제 1 콜서버(110)도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할당받은 하나의 시그널링 IP(사설 IP)(10.10.10.100)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 1 콜서버(110)와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자신이 할당받은 IP내에서 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트들을 할당받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1 콜서버(110)는 VoIP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111)와 VoIP 음성 데이터의 압축

변환 처리를 수행하는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를 구비하고 있다.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는 각 가입자에 채널을 할당하여 각 가입자의 음성 데이터를 압축변환처리한다. 이때, 각 채

널에 대하여 MGI IP(사설 IP)(예를 들어, 10.10.10.101)와 사설 포트(예를 들어 30000 - 30015)를 할당할 수 있다.

역시, 제 2 교환 시스템(200)은 제 1 교환 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IP(사설 IP)를 할당받아 제 1 교환 시스템(200)의 가입

자들을 위한 래거시 호 시그널링과 음성 회선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제 2 콜서버(210)와 제 2 콜서버(210)를 인터넷망

(300)에 연결하기 위한 스위칭과 라우팅을 수행하는 제 2 데이터 서버(22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자신의 가입자에게

VoI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인터넷에서 할당된 하나의 라우터 IP(200.200.200.200)를 가지고 있고, 제 2 콜서버(210)도 제

2 교환 시스템내에서 할당받은 하나의 시그널링 IP(사설 IP)(20.20.20.200)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 2 콜서버(21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자신이 할당받은 IP내에서 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트들을 할당받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2 콜서버(210)는 VoIP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211)와 VoIP 음성 데이터의 압축

변환 처리를 수행하는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를 구비하고 있다.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는 각 가입자에 채널을 할당하여 각 가입자의 음성 데이터를 압축변환처리한다. 이때, 각 채

널에 대하여 MGI IP(사설 IP)(예를 들어, 20.20.20.201)와 MGI 포트(사설 포트)(예를 들어 30000 - 30015)를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설 IP와 공인 IP를 운용하는 VoIP 시스템에서 사설 IP를 가지는 제 1 콜서버(110)가 사설 IP를 가지는 제 2

콜서버(210)와 세션을 형성하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AT/PT가 필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NAT/PT를 수행함에 있어서 IP 헤더에 대하여는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서버(120, 220)에서 수행

하도록 하고,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통하여 콜서버(110, 210)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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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콜서버(110)의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1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에서는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 주소로 자신의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싣고, PDU(Packet Data Unit)에는 도 2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발신 주소로 자신의 사설 MGI IP 주소와 MGI RTP(Real Time Protocol)

포트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와 공인 MGI 포트 주소를 싣는다.

따라서, 제 1 콜서버(110)로부터 하나의 패킷이 데이터 서버(120)를 통해 인터넷망을 경유하여 목적지 주소로 전송될 경

우, 제 1 데이터 서버(120)에서는 제 1 콜서버(110)에 의해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실린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

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고 PDU에 실린 데이터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패킷

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인터넷(300)을 통하여 제 1 교환 시스템내로 임의의 패킷이 수신되는 경우,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공인 IP와 공인 포트를 제 1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로 변환하여 해당 가입자에

게 해당 패킷을 전달한다.

역시, 제 2 콜서버(210)의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2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에서는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싣고, PDU(Packet Data Unit)에는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발신 주소로 자신의 사설 MGI IP 주소와 MGI RTP(Real Time

Protocol) 포트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와 공인 MGI 포트 주소를 싣는다.

따라서, 제 2 콜서버(210)로부터 하나의 패킷이 제 2 데이터 서버(220)를 통해 인터넷망을 경유하여 목적지 주소로 전송

될 경우,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는 콜서버(210)에 의해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실린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

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하고, PDU에 실린 데이터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패킷

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인터넷(300)을 통하여 제 2 교환 시스템내로 임의의 패킷이 수신되는 경우, 해당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공인 IP와 공인 포트를 제 2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로 변환하여 해당 가입자에

게 해당 패킷을 전달한다.

이와 같이 콜서버(110, 210)에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PDU에 자신의 사설 MGI IP 주소와 MGI 포트 주소를 공인

MGI IP 주소와 MGI 포트 주소로 변환하여 설정하는 작업과, 데이터 서버(120, 220)에서 IP 헤더에 설정되어 있는 사설 시

그널링 IP 주소와 포트 주소를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위해서는 도 2와 도 3에 도시된 NAT/

PT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콜서버(110, 210)에서 PDU에 실린 데이터에 대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제 1 콜서버(110)가 제 2 콜서버(210)에 설정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2 콜서버(210)로부터 연결 메시지

를 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도 2와 도 3에 도시된 NAT/PT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콜서버(110)에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PDU에 자신의 사설 MGI IP:10.10.10.101과

MGI 포트:3000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인 100.100.100.1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실어서 제 1 데이터

서버(120)로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IP 패킷에 있는

시그널링 IP와 포트에 대하여만 NAT/PT를 수행함에 따라 PDU에 대한 어떠한 추가작업도 없이 PDU에 설정된 MGI

IP:100.100.100.101과 MGI 포트:60000을 그대로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제 1 데

이터 서버(120)로부터 수신한 MGI IP:100.100.100.100과 공인 포트인 MGI 포트:60000 을 그대로 제 2 콜서버(210)에

전송한다.

이에 제 2 콜서버(210)는 PDU에 목적지 주소로 MGI IP:100.100.100.100 MGI 포트:60000을 설정하고, VoIP ALG 기능

을 수행하여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발신지 주소로 PDU에 자신의 사설 MGI IP:20.20.20.201과 MGI 포

트:30000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인 200.200.200.2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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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데이터 서버(220)는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IP 패킷에 있는 시그널링 IP와 포트에

대하여만 NAT/PT를 수행함에 따라 PDU에 대한 어떠한 추가작업도 없이 PDU에 설정된 목적지 주소인 MGI

IP:100.100.100.100 MGI 포트:60000과 발신지 주소인 공인 MGI IP 주소인 200.200.200.2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그대로 제 1 데이터 서버(120)에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제 2 데이터 서버(220)로부터 수신한 목적

지 주소인 MGI IP:100.100.100.100 MGI 포트:60000과 발신지 주소인 공인 MGI IP 주소인 200.200.200.2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그대로 제 1 콜서버(110)에 전송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제 1 콜서버(110)와 제 2 콜서버(210)에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자신의 사설 MGI IP 및 사설

MGI 포트를 각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공인 MGI IP와 MGI 포트로 변환하여 PDU에 실어 패킷을 생성하여 각각 제 1

데이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전송함에 따라 서로 다른 사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제 1 콜서버(110)와 제

2 콜서버(210)와 VoIP 패킷을 송수신할 경우, 제 1 데이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의 VoIP ALG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VoIP 서비스의 수행시 제 1 데이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VoIP 패킷을

캡쳐하여 분석하고 VoIP 메시지의 재조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PDD(Post Dial Delay)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

어 VoIP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IP 헤더에 대한 NAT/PT와 PDU에 대한 VoIP ALG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에서 S IP는 발신지 IP(Source IP)를 나타내며, D IP는 목적지 IP(Destination IP)를 나타내며, SM IP는 발신지 미디

어 게이트웨이 IP(Source Media gateway IP)를 나타내며, SM Port는 발신지 포트(Source Media gateway Port)를 나타

내며, DM IP는 목적지 미디어 게이트웨이 IP(Destination Media gateway IP)를 나타내며, DM Port는 목적지 미디어 게

이트웨이 포트(Destination Media gateway Port)를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여 제 1 콜서버(110)가 제 2 콜서버(210)에 설정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2 콜서버(210)로부터 연결 메시지

를 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도 2와 도 3에 도시된 NAT/PT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콜서버(110)는 VoIP 시그널링 게이트웨이(1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112)를 통하여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 주소(S IP, S Port)로 자신의 시그널링 IP 주소(10.10.10.100)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

(1720)를 싣고, 목적지 IP 주소(D IP, D Port)로 제 2 교환 시스템의 공인 IP 주소(200.200.200.200)와 제 2 교환 시스템

의 공인 포트 주소(1720)를 싣는다.

또한, 제 1 콜서버(110)는 도 2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PDU(Packet Data Unit)에 발신

지 주소(SM IP, SM Port)로 자신의 사설 MGI IP:10.10.10.101과 MGI 포트:30000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인

100.100.100.1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실어서 패킷을 생성한다. 제 1 콜서버(110)는 이렇게 생성된 패킷을

제 1 데이터 서버(120)로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제 1 콜서버(110)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면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다

만 IP 패킷에 있는 발신지 주소(S IP, S Port)의 시그널링 IP와 포트에 대하여만 NAT/PT를 수행함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사설 시그널링 IP 주소(10.10.10.100)와 사설 시그널링 포트 주소(1720)를 공인 IP주소

(100.100.100.100)와 공인 포트 주소(1720)로 변환을 수행하고, 목적지 IP 주소(D IP, D Port)인 제 2 교환 시스템의 공

인 IP 주소(200.200.200.200)와 제 2 교환 시스템의 공인 포트 주소(1720)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제 2 데이터 서버

(220)에 전송한다.

이때,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PDU에 대한 어떠한 추가작업

도 없이 PDU에 설정된 SM IP:100.100.100.101과 SM Port:60000을 그대로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제 1 데이터 서버(120)로부터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IP 헤더에 설정된 S IP:100.100.100.100과

S Port:1720은 그대로 유지하고, D IP:200.200.200.200과 D Port:1720은 제 2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와 포트로 변환

하기 위하여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해 D IP:20.20.20.200과 D Port:1720으로 변환하여 제 2 콜서버(220)에 전송한

다.

이때,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제 1 데이터 서버(120)로부터 수신한 패킷에 대하여 PDU에 설정된 SM

IP:100.100.100.100과 SM Port:60000은 그대로 제 2 콜서버(210)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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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 2 콜서버(210)는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IP:20.20.20.200과 사설 Port:1720을 가지는 가입자 단말에 해당

패킷을 전송한다.

한편, 제 2 콜서버(210)는 제 1 콜서버(110)의 셋업 메시지에 대하여 연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VoIP 시그널링 게이트

웨이(211) 및 VoIP 미디어 게이트웨이(212)를 통하여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 발신 주소(S IP, S Port)로 자신

의 시그널링 IP 주소(20.20.20.200)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1720)를 싣고, 목적지 IP 주소(D IP, D Port)로 제 1 교환 시스

템의 제 1 콜서버(110)로부터 수신한 공인 IP 주소(100.100.100.100)와 공인 포트 주소(1720)를 싣는다.

아울러, 제 2 콜서버(210)는 PDU에 목적지 주소(DM IP, DM Port)로 제 1 교환 시스템의 제 1 콜서버(110)로부터 수신한

공인 IP:100.100.100.100 공인 Port:60000을 설정하고,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발신지 주소(SM IP, SM Port)로 PDU에 자신의 사설 MGI IP:20.20.20.201과 MGI 포트:30000에 대응하는 공인 MGI IP

주소인 200.200.200.200과 공인 MGI 포트 주소인 60000을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220)는 IP 헤더에 설정된 발신지 주소(S IP, S Port)의 시그널링 IP와 포트에 대하여만 NAT/PT를 수행

함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사설 시그널링 IP 주소(20.20.20.200)와 사설 시그널링 포트 주소(1720)를

공인 IP주소(200.200.200.200)와 공인 포트 주소(1720)로 변환을 수행하고, 목적지 IP 주소(D IP, D Port)인 제 1 교환

시스템의 공인 IP 주소(100.100.100.100)와 제 1 교환 시스템의 공인 포트 주소(1720)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제 1 데이

터 서버(220)에 전송한다.

이때, 제 2 데이터 서버(120)는 PDU에 대하여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PDU에 대한 어떠한 추가작업

도 없이 제 2 데이터 서버(220)로부터 수신한 PDU에 설정된 목적지 주소인 DM IP:100.100.100.100 DM Port:60000과

발신지 주소인 SM IP:200.200.200.200과 SM Port: 60000을 그대로 제 1 데이터 서버(120)에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제 2 데이터 서버(220)로부터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IP 헤더에 설정된 S IP:200.200.200.200과

S Port:1720은 그대로 유지하고, D IP:100.100.100.100과 D Port:1720은 제 1 교환 시스템내의 사설 IP와 포트로 변환

하기 위하여 도 2에 도시된 테이블을 참조해 D IP:10.10.10.100과 D Port:1720으로 변환하여 제 1 콜서버(120)에 전송한

다.

이때, 제 1 데이터 서버(120)는 제 2 데이터 서버(220)로부터 수신한 패킷에 대하여 PDU에 설정된 목적지 주소인 DM

IP:100.100.100.100 DM Port:60000과 발신지 주소인 SM IP:200.200.200.200과 SM Port: 60000을 그대로 제 1 콜서

버(110)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제 1 콜서버(110)는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IP:10.10.10.100 과 사설 Port:1720을 가지는 가입자 단말에 해당

패킷을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제 1 콜서버(110)는 VoIP 패킷을 생성할 때 IP 헤더에는 자신의 사설 IP 주

소와 사설 포트 주소를 설정하고, PDU에는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여 자신의 사설 MGI IP 및 사설 MGI 포트를 각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공인 MGI IP와 MGI 포트로 변환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1 콜서버(110)에서 생성된 패킷이 제 2 교환 시스템의 제 2 콜서버(110)에 이르는 동안 해당 패킷의 PDU에

설정된 정보에 대하여 제 1 데이터 서버(120)나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어떠한 수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패킷의 PDU에 설정된 정보가 제 1 데이터 서버(120)나 제 2 데이터 서버(220)에 어떠한 작업의 부하도 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사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제 1 콜서버(110)와 제 2 콜서버(210)가 VoIP 패킷을 송수신할 경우, 제 1 데이

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패킷의 PDU에 설정되는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VoIP ALG 기능의 구현이 필

요하지 않음에 따라 VoIP 서비스의 수행시 제 1 데이터 서버(120)와 제 2 데이터 서버(220)에서 VoIP 패킷을 캡쳐하여

분석하고 VoIP 메시지의 재조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PDD(Post Dial Delay)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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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교환 시스템의 제 1 콜서버가 VoIP 서비스를 위해 제 2 교환 시스템에 셋업 메시지를 전송할 때,

제 1 교환 시스템의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패킷의 PDU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IP 주소

와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포트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IP 주소와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인터페이스 포트 주소를 설정하여 제 1 데이터 서버를 통해 인터넷망에 전송한다.

제 1 데이터 서버는 VoIP ALG 기능의 수행없이 해당 셋업 메시지의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IP 주소와 사설 시그

널링 포트 주소만을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공인 IP와 공인 포트로 변환한 다음 제 2 교환 시스템에 전송한다.

한편, 제 2 교환 시스템의 제 2 콜서버는 제 1 교환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셋업 메시지에 대응하여 연결 메시지를 제 1 교

환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 제 2 교환 시스템의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패킷의 PDU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

트웨이 인터페이스 IP 주소와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포트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

스 IP 주소와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인터페이스 포트 주소를 설정하여 제 2 데이터 서버를 통해 인터넷망에 전송한다.

제 2 데이터 서버는 VoIP ALG 기능의 수행없이 해당 셋업 메시지의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IP 주소와 사설 시그

널링 포트 주소만을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공인 IP와 공인 포트로 변환한 다음 제 1 교환 시스템에 전송한다.

이후, 제 1 교환 시스템은 상호간에 음성 데이터를 트랜스코딩하여 전송할 때는 시그널링 과정을 통하여 얻은 제 2 교환 시

스템의 공인 IP 주소와 공인 포트 주소를 이용하여 제 2 교환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제 2 교환 시스템의 라우팅을 수행하는

데이터 서버는 NAT/PT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사설 IP 주소와 해당 사설 포트 주소로 IP 헤더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동

작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VoIP 서비스를 위해 시그널링 과정과 음성 데이터 트랜스코딩 과정에서 제 1 교환 시스템 및 제 2 교환

시스템의 데이터 서버는 IP 헤더에 대한 NAT/PT 작업만을 수행하고, VoIP ALG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PDU에

설정된 데이터에 대한 수정으로 인한 작업부하가 생략되어 VoIP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VoIP 시그널링 수행시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Port Translation) 테이블을 참조하여 PDU(Packet Data Unit)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

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고, IP(Internet Protocol) 헤더에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는 콜서버

와,

상기 콜서버에 의해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공인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

터 서버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AT/PT 테이블은, 데이터 서버가 IP 헤더에서의 주소변환을 위해 참조하는 NAT/PT 테이블인

VoIP 음성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IP 주소와, 미디어 게이트웨이 포트 주소

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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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주소는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콜서버는 VoIP 시그널링 수행시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여 PDU(Packet Data Unit)

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 정보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고, 목적지

주소로 인터넷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된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고, IP 헤더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고, 목적지 주소로 인터넷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된 공인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서버는,

VoIP 시그널링 수행시 인터넷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된 VoIP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소로 공인 시그널링 주소

가 설정된 경우, 해당 공인 시그널링 주소에 대응하는 자신의 사설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설정한 후 상기 콜서버에 전

송하는 VoIP 음성 처리 장치.

청구항 8.

콜서버에 의해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

Port Translation) 테이블을 참조하여 VoIP 시그널링 수행을 위한 VoIP 패킷의 PDU(Packet Data Unit)에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콜서버에 의해 상기 VoIP 패킷의 IP(Internet Protocol) 헤더에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여 해당 VoIP 패킷을 데

이터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서버에 의해 상기 콜서버로부터 수신된 VoIP 패킷의 IP 헤더에 설정된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공인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NAT/PT 테이블은, 데이터 서버가 IP 헤더에서의 주소변환을 위해 참조하는 NAT/PT 테이블인

VoIP 음성 처리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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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IP 주소와, 미디어 게이트웨이 포트 주소

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주소는 시그널링 IP 주소와, 시그널링 포트 주소를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콜서버에 의해 VoIP 시그널링 수행시 VoIP ALG(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수행하여 PDU(Packet Data

Unit)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사설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 정보에 대응하는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고,

목적지 주소로 인터넷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된 공인 미디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콜서버에 의해 IP 헤더에 발신지 주소로 자신의 사설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고, 목적지 주소로 인터넷을 통해 상대

측으로부터 수신된 공인 시그널링 주소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서버에 의해 VoIP 시그널링 수행시 인터넷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된 VoIP 패킷의 IP 헤더에 목적지 주

소로 공인 시그널링 주소가 설정된 경우, 해당 공인 시그널링 주소에 대응하는 자신의 사설 시그널링 주소로 변환하여 설

정하여 상기 콜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VoIP 음성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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