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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FAX IP 전화기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의 IFAX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고, 접속된 상대방의 IFAX IP 전화기와 음성 패

킷을 교환하는 음성 통화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동일한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대방의 IFAX IP 전화기로 이미지 데

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상대방의 IFAX IP 전화기를 목적지로 하는 IFAX 패킷을 생성한다.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

서, IFAX 패킷을 송신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IFAX, IP 전화기, 패킷, 단말기, 핸드세트, 전화번호,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를 예시한 블록도.

  도2는 도1의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가 적용된 네트워크 구성을 예시한 도면.

  도3은 도메인 형태로 변환된 전화a 호의 구성을 예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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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4는 NAPTR 리소스 코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5는 음성 패킷의 구성 및 그의 송신 타이밍을 예시한 도면.

  도6은 IFAX 패킷의 구성 및 그의 송신 타이밍을 예시한 도면.

  도7은 발신 단말기에서의 발신 및 통화 프로세스의 전반부를 예시한 흐름도.

  도8은 발신 단말기에서의 발신 및 통화 프로세스의 후반부를 예시한 흐름도.

  도9는 착신 단말기에서의 착신 및 통화 프로세스를 예시한 흐름도.

  도10은 발신 단말기에서의 발신 및 통화 프로세스의 다른 변형을 예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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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세트

  18: ROM 19: RAM

  20: 착탈식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IP 전화기 및 IP 전화 통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IP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IP

전화 서비스의 예로서, IP 네트워크에 배치된 SIP 서버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따라, 발신 단말기에서의 IP

전화기와 착신 단말기에서의 IP 전화기 사이를 호(call) 접속한다. 호 접속 후, 이들 IP 전화기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패킷을 교환하여 실시간 전화 통화를 실현한다.

  또한, 서로 다른 단말기 사이에서 IP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터넷 팩시밀리(Internet

facsimile: IFAX)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IFAX 서비스에 있어서, IP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될 데이터 포맷(IFAX 데이터 포

맷)의 세부사항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에 의해 권고되어 왔다

(RFC2305). 예를 들면, IFAX 단말기에서 문서(document)를 스캔하고, TIFF 포맷으로 변환하고, 목적지 IFAX 단말기의

메일 서버로 송신되기 전에 MIME 포맷의 이메일 데이터로 추가 변환된다. 그 다음, 목적지 IFAX 단말기(착신 단말기)는

메일 서버(POP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예를 들면, 관련기술 1을 참조).

  [관련기술 1] 미국특허 제6,614,891호 명세서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IFAX 기능과 IP 전화기 기능 양쪽 모두를 갖는 전화기)가 IFAX 기능을 갖는 다른 IP 전화기

와 음성 통화를 하는 경우, 착신측으로 문서 이미지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음성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 (IFAX 기능에 의한)

이미지 정보의 송신이 완료되면, 발신측은 음성 통화를 계속하기 위해 동일한 상대방과 다른 IP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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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착신측과 음성 통화가 접속된 후, 통화를 종료할 필요가 없이 음

성 통화 중에 착신측으로 이미지 정보, 파일 데이터 등을 송신할 수 있는 IP 전화기 및 IP 전화 통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에 따른 IP 전화 통화 방법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IP 전화기(착신측)와 호 접속하는 단계; 접속된 IP 전화기와 음

성 패킷을 교환하는 통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 및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

우, 목적지로서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송신될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

서,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IP 네트워크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전술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의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FAX 기능을 갖는 IP 전화기(이하, IFAX IP 전화기라고 칭함)를 예시한 기능 블록도이

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FAX IP 전화기는 IP 전화기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IFAX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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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ion/expansion unit)(15), 모뎀(16) 및 핸드세트(handset)(17)와 같은 유닛이 버스를 통해 CPU(10)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IFAX IP 전화기는 ROM(18), RAM(19) 및 착탈식 메모리(removable memory)(20)와 같은 저장 매체를 더 포

함한다.

  스캐너(11)는 문서(document)를 스캔(scan)하여 전자 데이터 포맷의 이미지를 캡처(capture)하는 유닛이다. 조작 패널

(12)은 디스플레이 및 조작 버튼을 포함하는 유닛이고, 조작 버튼 중 하나로는 스캐너 기능, IFAX 기능 및 복사 기능과 같

은 기능을 시작하기 위한 커맨드(command)를 제공하는 시작 버튼이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된 소프트 버튼

(soft button)도 역시 조작 버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LAN 컨트롤러(13)는 물리적으로 LAN에 연결되어 LAN에 의해 데

이터를 인터페이스하고 교환하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는다. 인터넷을 통해 IFAX IP 전화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LAN 컨트롤러(13)에 의해 인터넷으로 송신되거나 인터넷으로부터 수신된다. 프린터(14)는 CPU(10)의 인쇄 커맨드로부

터 출력되는 인쇄 데이터를 인쇄하는 유닛이다. 복사 기능은 스캐너(11)에서 이미지를 캡처하여 프린터(14)에서 인쇄 출

력함으로써 수행된다. 프린터(14)는 또한 IFAX 기능 중 하나 즉, 수신된 이미지를 인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

압축/신장 유닛(15)은 LAN 컨트롤러(13)로부터 검색된 음성 데이터(압축된 데이터)를 신장(expand)하는 DSP(Digital

Signal Compressor)를 포함한다. 모뎀(16)은 공중 전화 회선으로/로부터 신호를 송/수신하는 유닛이다. 핸드세트(17)는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이 장치는 또한 핸드세트(17)가 오프-후크(off-hook) 상태에 있는지 온-후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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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더 포함한다. ROM(18)은 IP 전화기 기능, IFAX 기능, 스캐너 기능 및 복사 기능을 포함하여 IFAX IP 전화기 기능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특히, 각각의 전술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CPU(10)는 ROM(18)으로부터의

프로그램 판독을 위한 커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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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도2는 IFAX IP 전화기가 적용된 네트워크 구성을 예시한다. IFAX IP 전화기(100)(110)는 LAN(101)(111)에 연결되어,

LAN(101)(111) 및 라우터(102)(112)를 통해 인터넷(103)에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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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resource)와 전화번호를 결합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ENUM DNS로서 기능한

다.

  SIP 서버(105)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세션 확립과 같은 프로세스를 중개(仲介)하는

서버이다. 이 실시예에서, SIP 서버(105)는 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 사이를 호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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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서버(106)는 POP 서버 구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메일 서버(106)는 인터넷을 통해, IFAX IP 전화기(110)의 이메

일 어드레스를 "to" 필드(field)로 하는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이메일을 저장하는 IFAX IP 전화기(110)의 메일박스

(mailbox)를 포함한다. IFAX IP 전화기(110)로부터 수신 요구를 수신하면, 메일박스에 저장된 이메일은 IFAX IP 전화기

(110)로 다운로드된다.

  다음으로, DNS 서버(104)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URI로 변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NUM은 E.164 권고안(ITU-T에 의한 전화번호의 국제적 협정)에 근거하여, 전화번호를 키(key)로서 이용하여 DNS를

검색한다. ENUM은 E.164 번호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포맷으로 취득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ENUM DNS는 도메인 형태로 변환된 각각의 전화번호(이하, 도메인형 전화번호(domain-form telephone number)라

칭함)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NAPTR(Naming Authority Pointer)이라 칭해지는 리소스 레코드(resource

record: RR)(이하, NAPTR 리소스 레코드라 칭함)로서 저장된다.

  하나의 도메인형 전화번호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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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3은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구성을 예시한다. 이 도면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소정의 법칙에 따라 도메인형 전화

번호(30)로 변환된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를 역순으로 하고, 각 숫자 다음에 점 "."을 삽입한다. 역순으로 된 번호의 말미

에는, ENUM DNS(104)의 도메인명(domain name)인 "e164.arpa"를 추가한다. 도메인형 전화번호(30)의 다음 줄에는,

클래스(class)(31), 리소스 레코드 타입(32), NAPTR 리소스 레코드 사이의 우선도(priority degree)(33, 34), 플래그

(35), 서비스 컨텐츠(36, 37), 정규 표현(38), URI 스킴(scheme)(39) 및 URI(40)가 기술된다. URI(40)는 전화번호(30)를

갖는 단말기가 서비스 컨텐츠(36, 37)에 기술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어드레스 정보를 보여준다. 즉, NAPTR 리소스

레코드는 서비스 컨텐츠(36, 37)에 의해 서비스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URI(40)는 서비스가 이용될 때의 어드레스를 지

정할 수 있다. ENUM DNS(104)는 그 자신의 도메인형 전화번호(30)와 관련하여 복수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

  도4는 "81-03-5434-5678"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4개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하는 예를 도시한다.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IP 전화 서비스, 제2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IFAX 서비스, 제3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는 파일 전송 서비스, 제4 NAPTR 리소스 레코드에는 메일 서비스가 할당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전술한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착신측과의 IP 전화 음성 통화를 유지하면서 착신측과 IFAX 통신을

수행하는 동작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FAX IP 전화기(100)(110)는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패킷으로 하여 네트워크로 송신한다. 음성 패킷은 UDP(User

Datagram Protocol: 전송 계층, 비연결형 프로토콜) 및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실시간 데이터 전송 지원)

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U(10)는 소정 시간 주기(20msec)마다 태스크 중단(task interruption)을 삽입함으로써 음성

패킷을 우선적으로 전송한다. SIP 서버(105)를 통해 호가 확립된 착신 단말기(예를 들면, IFAX IP 전화기(100))와 발신 단

말기(예를 들면, IFAX IP 전화기(110))가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패킷을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 사이에 실시간 음성 통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 데이터는 IFAX 서비스를 이용하여 착신측으로 전송된다. 특히, IFAX 서비스에 있어서 압

축된 이미지 데이터는 패킷(이하, IFAX 패킷이라 칭함)으로서 전송된다. IFAX 패킷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전송 계층, 연결형 프로토콜)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 시간 주기마다 음성 패킷이

우선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IFAX 패킷은 2개의 연속적인 음성 패킷 사이의 갭(음성 패킷의 부재 주기(absent period))

을 이용하여 전송된다. 즉, IFAX 데이터는 이전의 음성 패킷 전송과 다음의 태스크 중단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IFAX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IP 전화 통화 중에 동일한 착신측으로 전송된다.

공개특허 10-2005-0096808

- 4 -



  도7 및 도8은 발신 단말기에서의 프로세스를 예시한 흐름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 단말기로서 IFAX IP 전

화기(100)와 착신 단말기로서 IFAX IP 전화기(110)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발신 단말기로부터 전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장

치 본체로부터 핸드세트(17)를 집어들어 조작 패널(12)로부터 수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발신측은, 핸드세트(17)가 오프-후크 상태에 있다고 검출하고(S101),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고 인식(S102)한 경우,

입력된 전화번호를 ENUM DNS에 의해 검색가능하도록 도메인 형태로 변환한다(S103). 예를 들면, 착신 단말기의 전화번

호가 "81-03-5434-5678"인 경우, 도메인형 전화번호는 "8.7.6.5.4.3.4.5.3.1.8.e164.arpa"이다. CPU(10)는 도메인형

전화번호를 키로서 이용하여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검색을 DNS 서버(104)에 요구한다(S104). DNS 서버(104)의 어

드레스는 발신 단말기에 사전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NS 서버(104)는 지정된 도메인형 전화번호를 키로서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착신 단말기가 이미 DNS 서

버(10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검색되어 요구자(착신 단

말기)에게 송신된다.

  DNS 서버(104)로부터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수신하면, 발신 단말기는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다(S105). 따라서, 착신 단말기는 DNS 서버(10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등록된 서비스 정보를 취득하여, RAM(19)

의 워크 에어리어에 정보를 저장한다(S106). 예를 들면, 착신 단말기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4개의 NAPTR 리소스 레

코드를 등록한 경우, 이러한 레코드 컨텐츠가 저장된다.

  한편, DNS 서버(10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에러

프로세스가 수행된다(S108). 예를 들면, 조작 패널(12) 상에 "error"가 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CPU(10)는 취득한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분석하여 IP 전화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S107).

도4에 도시된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한 경우, 예를 들면,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 서비스 컨텐츠(36)에 <sip>

가 기술된다. <sip>는 IP 전화 서비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신 단말기는 IP 전화 서비스가 착신 단말기에서 이용가능하다

고 판단한다. 또한, SIP에 따른 호 제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세스 동안, 착신 단말기에서 IP 전화 서비스가 이용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취득한 NAPTR 리소스 레코드 중 어느 것의 서비스 컨텐츠(36)에도

<sip>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착신 단말기는 IP 전화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다고 표시한다. 따라서, 제어는 에러 프로

세스를 위해 단계(S108)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발신 단말기는 SIP 서버(105)를 통해 착신 단말기와의 호를 확립한다. SIP에 따른 호 접속 프로세스는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발신 단말기가 SIP 서버(105)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메시지는 착신 단말기의

정보를 포함한다. INVITE 메시지 내에 포함된 착신 단말기에 관한 정보는 단계(S106)에서 저장된 NAPTR 리소스 레코드

로부터 취득될 수 있다. 도4의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SIP URI(iptel@ifax2.abc.com)가 착신 단말기의

정보로서 이용되고, 이 정보는 IP 전화 서비스를 지정하는 제1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기술되어 있다.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 SIP 서버(105)는 접속 요구를 전하는 INVITE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INVITE

메시지의 목적지로서 착신 단말기의 SIP URI(iptel@ifax2.abc.com)가 이용된다.

  INVITE 메시지(접속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착신 단말기는 SIP 서버(105)를 통해 접속을 허가하는 메시지를 발신 단

말기로 회신한다. 접속을 허가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발신 단말기는 SIP 서버(105)를 통해 착신 단말기로 ACK 메시지

를 전송한다. 발신 단말기로부터 ACK 메시지를 수신하면, 착신 단말기는 (호출 상태(ringing status)를 의미하는)

"Ringing"을 발신 단말기로 회신함과 동시에, 벨소리 울림(sounding) 요구를 핸드세트로 전송한다.

  "Ringing"을 수신하면, 발신 단말기는 핸드세트(17)의 스피커로부터 호출음을 낸다. 이러한 호출 상태는 착신측의 핸드

세트가 오프-후크되거나(S110), 혹은 발신측의 핸드세트(17)가 온-후크될 때까지(S111) 지속된다. 발신측의 핸드세트

(17)가 온-후크된 경우, 이것은 사용자가 핸드세트(17)를 장치 본체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벨소리가 울리는 전화기에 응답하여 핸드세트(17)를 집어들어 단말기가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되

면, 착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가 현재 통화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통지하는 "OK" 메시지를 SIP 서버(105)를 통해 발신 단

말기로 전송한다. 발신측 단말기가 "ACK" 메시지를 회신하면, 음성 통화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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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가 접속된 경우, 두 단말기는 SIP 서버(105) 없이도 직접 통신을 수행한다(S112). RTP를 이

용하여 UDP에 의해 음성 데이터의 교환이 수행된다. 핸드세트(17)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음성 데이터가 음성 압

축/신장 유닛(15)에 의해 압축된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U(10)는 소정 시간 주기(예를 들면, 20msec)마다 태스크

중단을 삽입함으로써, LAN(101)을 통해 인터넷(103) 상에 음성 패킷을 전송한다. 음성 패킷의 IP 헤더는 송신원(sender)

IP 어드레스(발신 단말기)와 목적지 IP 어드레스(착신 단말기)를 포함한다. RTP 헤더에는 음성 데이터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하여 타임 스탬프(time stamp) 정보가 세트된다.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로의(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 사이에) 이미지 데이터 전송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송신측

사용자는 스캐너(11)에 문서를 세트하여 조작 패널(12)의 시작 버튼을 누른다. 예를 들면, 발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문서 전

송을 위해 시작 버튼을 누른다.

  IP 전화 통화 중에 시작 버튼이 눌러졌다고 검출하면, 발신 단말기의 CPU(10)는 IFAX 통신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한

다(S113). IFAX 통신 요구를 검출하면, CPU(10)는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저장된 데이터(단계(S106)에서 취득되어 저

장된 데이터)로부터, 현재 통화중인 상대측의 단말기(착신 단말기)가 IFAX 기능을 지원하는지(권고안에 준거(準據)하여

IFAX 이미지 통신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S114). 즉, 발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가 (ENUM DNS에 등록된) NAPTR 리

소스 레코드에 IFAX 서비스를 포함하는지를 검사한다. NAPTR 리소스 레코드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취득된 경우, 제

2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서비스 컨텐츠에 <ifax>가 기술된다. <ifax>는 IFAX 서비스가 이용가능함을 나타낸다. 이 경

우, 발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가 IFAX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발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의 목적지 정보를 취득하고, 이 목적지 정보는 IFAX 서비스에 대한 이메일 전달 목

적지이다. 이에 따라, 발신 단말기는 착신 단말기의 도메인명을 지정함으로써 MX 레코드의 검색을 DNS 서버(104)에 요

구한다(S115). 착신 단말기의 도메인명은 단계(S106)에서 취득되어 저장된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컨텐츠로부터 선택

된다. 도4에 도시된 예를 이용하면, 제2 NAPTR 리소스 코드와 제4 NAPTR 리소스 코드에 메일 서비스가 포함된다. 따라

서, (NAPTR 리소스 코드에서) <mailto> 다음의 문자 코드를 도메인명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DNS 서버(104)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지정된) 도메인명에 대응하는 MX 레코드를 검색하여 그 레코드를 발신 단말기

(요구자)로 다시 전송한다.

  DNS 서버(104)를 통해 착신 단말기로부터 MX 레코드를 수신하면, 발신 단말기는 그 레코드를 소정 어드레스에 저장한

다. 그 다음, 저장된 MX 레코드로부터 착신 단말기에 의해 지정된 메일 서버 어드레스가 검색된다(S116).

  다음으로, 스캐너(11)를 제어하여 문서를 스캔하고(S117), 스캔된 문서의 이미지 데이터를 IFAX 데이터로 변환한다

(S118). 구체적으로, CPU(10)는 이미지 압축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문서의 이미지 데이터를 소정 포맷으로 압축한다. 그

다음,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FIFF 포맷으로 변환한 다음에 MIME 포맷으로 변환한다.

  비록 변환 절차의 상기 예가 IFAX의 권고안 중 하나에 준거할지라도, 본 발명은 상기 절차에 한정되지 않는다. 착신 단말

기가 수신한 데이터를 비트 맵(bit map)으로서 전개가능한 한 IFAX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독자적 포맷을 포함하는) 다

른 포맷이 이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MIME 포맷으로 변환된 IFAX 데이터를 패킷화 한다. 이하, 이 패킷을 IFAX 패킷이라 칭한다. 도6에 도시된 바

와 같이, IFAX 패킷의 IP 헤더는 목적지 IP 어드레스로서, 단계(S116)에서 취득한 메일 서버(106)의 IP 어드레스를 포함

한다. 음성 패킷에는 UDP 헤더가 이용되고, IFAX 패킷에는 TCP 헤더가 이용된다. 특히, IFAX 패킷은 TCP에 의해 전달

된다. TCP는 전송 중에 패킷이 분실되면 패킷을 재전송하기 때문에, TCP는 이미지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이미

지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발신 단말기의 CPU(10)는, 음성 통화 프로세스(음성 패킷의 교환)를 우선하면서, IFAX 데이터를 착신 단말기의 메일 서

버(106)로 송신한다(S119). 특히,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U(10)는 소정 시간 주기마다 태스크 중단을 삽입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음성 패킷을 송신한다. 하나의 음성 패킷 송신 후와 다른 태스크 중단 전에 IFAX 패킷을 송신한다. 이에 따라,

전체 IFAX 데이터를 완전히 송신할 때까지, 음성 패킷의 부재 주기를 이용하여 IFAX 패킷을 송신한다.

  상기 프로세스는 (실시간성의 요구가 높은) 음성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송신하고, 음성 데이터의 부재 주기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에 비해 실시간성의 요구가 낮은) IFAX 데이터의 송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일한 단말기와의 음성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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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착신 단말기에 IFAX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착신 단말기는 음성 통화를 유지하면서, 메일 서버

(106)로부터 이메일 데이터(IFAX 데이터)를 수신하여 조작 패널(12)의 디스플레이 상에 그 데이터를 표시한다(나중에 상

세하게 설명됨).

  메일 서버(106)로의 IFAX 데이터의 송신이 완료된 경우(S120), 이미지 송신 완료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조작 패널(12)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한다(S121). 또한, 본 실시예에서, 착신 단말기(음성 통화 목적지)에 이미지 송신 완료에 관하여 통

지한다(S122). 이미지 송신 완료를 나타내기 위한 신호로서 DTMF 신호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음성 통화의

상대측 단말기가 이러한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한 DTMF 신호로 한정되지 않는다.

  단계(S114)에서 착신 단말기가 IFAX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에러 메시지가 표시된다(S123). 또한,

발신 단말기의 핸드세트(17)에서 온-후크 상태가 검출된 경우(S124), 혹은 착신 단말기의 핸드세트(17)에서 온-후크 상

태가 검출된 경우(S125), 통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S126).

  도9는 착신 단말기에서의 프로세스를 예시한 흐름도이다. 호 접속을 요구하는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면(S201), 착신

단말기의 CPU(10)는 전술한 절차에 따라 SIP 서버(105)를 통해 발신 단말기와 호를 접속한다(S202). 착신 단말기의 사용

자가 핸드세트(17)를 집어든 경우(S203), RTP 및 UDP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교환한다(S204).

  발신 단말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 송신 완료 통지(예를 들면, DTMF 신호)를 수신하면(S205), 착신 단말기는 음성

통화 프로세스를 우선하면서, 이메일(IFAX 데이터)을 메일 서버(106)로부터 수신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한다(S206). 예를

들면, POP3 프로토콜에 따라, 이메일 데이터를 메일 서버(106)로부터 수신한다. 이메일 데이터에 포함된 IFAX 데이터는

도8의 단계(S119)에서 발신 단말기가 송신한 IFAX 데이터이다. 즉, 발신 단말기가 이메일로서 IFAX 데이터를 착신 단말

기의 메일 서버(106)로 송신한 후, 착신 단말기는 메일 서버(106)로부터 수신 메일을 다운로드한다. 따라서, 착신 단말기

가 메일 서버(106)로부터 취득한 이메일 데이터는 발신 단말기가 송신한 IFAX 데이터이다.

  본 실시예에서, 착신 단말기는 DTMF 신호를 검출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수신한다. 그러나,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발신 단말기가 송신한) IFAX 데이터가 착신 단말기의 메일 서버(106)에 저장되어 있음을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통지

받으면, 착신 단말기에 수동으로 지시함으로써, 메일 서버(106)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IFAX 데이터 송신에 관하여, 음성 통화 중에 발신 단말기 사용자의 음성에 의해서 통지 받을 수 있다.

  IFAX 데이터를 메일 서버(106)로부터 수신하면, 음성 통화 중이더라도, 착신 단말기는 IFAX 데이터를 비트 맵 데이터로

변환하여(S207), 그 비트 맵 데이터를 조작 패널(12)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한다(S208). 또한, 조작 패널(12)의 디스플레

이 상에 표시된 이미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조작 패널(12)로부터 인쇄 지시를 입력한 경우(S209), 혹은 디폴트(default)로

서 자동 인쇄가 설정된 경우, 비트 맵 데이터는 인쇄 데이터로 변환되고, 프린터(14)에 인쇄 요구를 발행한다. 결과로서, 프

린터(14)는 수신 이미지를 인쇄한다(S210).

  단계(S211)에서 발신 단말기의 핸드세트(17)에서 온-후크 상태가 검출된 경우, 혹은 단계(S212)에서 발신 단말기 또는

착신 단말기의 핸드세트(17)에서 온-후크 상태가 검출된 경우, 음성 통화가 종료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착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는 ENUM DNS로부터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코드를 검색하는데 이용되

고,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와의 호가 접속된다. 음성 통화 중에

착신 단말기로 이미지를 송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미지 송신을 위해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FAX 서비스의 URI

를 이용한다. 따라서, 목적지의 IFAX 서비스의 URI를 취득하여 음성 통화를 중단함이 없이 착신 단말기로 이미지 데이터

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 실시예]

  다음으로, 도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이용된다.

  제2 실시예에서, IFAX 데이터 송신은 SMTP를 이용하여 단말기 사이에서 직접 수행된다. 착신 단말기가 SMTP를 지원

하지 않는 경우, POP 서버를 통해 송신을 수행한다. 하드웨어의 구성이 제1 실시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2 실시예에서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이용한다.

  발신 단말기에서 착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IFAX 통신 요구를 개시하는 것까지의 프로세스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도7 및 도8에 도시된 단계(S101)로부터 단계(S114)까지의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단계(S114)에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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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IFAX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어는 단계(S130)로 진행하여, 목적지(이 예에서, 착신 단말기)의 IP 어드

레스의 검색을 DNS 서버(104)에 요구한다. DNS 서버(104)로부터 대상 단말기의 IP 어드레스를 요구하면, 대상 단말기의

도메인명을 지정한다.

  그 다음, DNS 서버(104)는 대상 단말기의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지정된 대상 단말기의 IP 어드레스의 검색을 수행한다.

대상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DNS 서버(104)에 등록된 경우, IP 어드레스가 회신된다.

  DNS 서버(104)로부터 착신 단말기의 IP 어드레스를 수신하면(S131), 발신 단말기는 취득한 IP 어드레스(착신 단말기)

에 대해 직접 TCP 접속을 수행한다(S132). 그 다음, 스캐너(11)에 의해 문서를 스캔하고(S133), 스캔된 문서의 이미지 데

이터를 IFAX 데이터로 변환한다(S134). 현재의 음성 통화를 우선하면서, SMTP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에 IFAX 데이터

를 직접 송신한다. 전술한 실시예와 유사하게, 소정 시간 주기마다 태스크 중단을 삽입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음성 패킷을

송신하고, 음성 패킷의 부재 주기를 이용하여 IFAX 패킷을 송신한다. 이 때, IFAX 패킷의 IP 헤더는 메일 서버(106)의 어

드레스 대신에 (목적지 IP 어드레스로서) 착신 단말기 자체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IFAX 데이터 송신이 완료된 경우(S136), 제어는 단계(S121)로 진행된다. 다음 프로세스는 전술한 것과 동일하다.

  단계(S131)에서 목적지 단말기의 IP 어드레스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어는 단계(S115)로 진행되어, 제

1 실시예와 유사하게 MX 레코드를 검색하여 메일 서버를 통한 동작을 이미지의 송신으로 스위치(switch)한다.

  따라서, 목적지 단말기가 SMTP를 지원하는 경우, IFAX 데이터는 목적지 단말기에 직접 송신될 수 있다. 따라서, POP로

부터 서버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프로세스를 삭제하여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써 이러한 송신의 실시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목적지 단말기가 SMT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메일 서버(106)를 통해 송

신을 스위치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착신 단말기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도9에 도시된 흐름도를 따른다. 그러나, 단계(S206)에서, 착신 단말기

는 SMTP를 이용하여 발신 단말기로부터 IFAX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직접 수신한다.

  전술한 설명에서, IFAX 데이터 송신은 예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IFAX 패킷의 예와 유사하게) 파일을 패킷으로 변환하

여 음성 통화 중에 데이터를 송신함으로써, 착탈식 메모리(20)(외부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다른 파일(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의 송신이 가능하다. 특히, 발신 단말기는 DNS 서버(104)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NAPTR 리소스 레

코드를 취득하고,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를 접속한

다. 또한, IP 전화기와 음성 통화 중인 IP 전화기에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NAPTR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파일 전송 서비

스의 URI로부터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취득한다. 음성 통화 중에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착탈식 메모리(20)로부터 데이터

를 캡처하고, (취득한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헤더로 하는) 데이터 전송 패킷을 생성하고, 파일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패킷과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한다. 음성 패킷을 우선적으로 송신하고, 음성 패킷의 부재 주기 동안에 데이터

전송 패킷을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예는 단지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고,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원에서 이용된 용어는 한정의 용어라기보다는 설명 및 예시의 용어임을 이

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 및 기술적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은 본원에서 특정 구조, 물질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본원에 개시된 특정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모든 기능적으로 등가의 구조, 방법 및 용도로 확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본 출원은 그의 전체 내용이 참조문헌으로서 본원에 명백히 인용된 2004년 3월 30일 출원된 일본특허출원번호 2004-

100198호에 근거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IFAX IP 전화기가 다른 IFAX IP 전화기와 음성 통화를 하는 경우에 통화를 종료할 필요 없이 음성 통

화 중에 이미지 정보, 파일 데이터 등을 착신측으로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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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P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는 단계;

  접속된 상기 IP 전화기와 음성 패킷을 교환하는 음성 통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기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IP 전화기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서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상기 IP 네트워크

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2.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는 단계;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는 단계;

  음성 통화 중에 발신측으로부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FAX 서

비스의 URI를 취득하는 단계;

  DNS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IFAX 서비스의 URI에 포함된 메일 서버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메일 서버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과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정보가 상기 메일 서버로 송신된 후, 상기 송신의 완료를 나타내는 신호가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송신

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4.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는 단계;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는 단계;

  음성 통화 중에 발신측의 IP 전화기로부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로부

터 IFAX 서비스의 URI를 취득하는 단계;

  상기 IFAX 서비스의 URI로부터 상기 IP 전화기의 IP 어드레스를 취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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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상기 IP 어드레스에 대해 직접 세션을 확립하는 단계; 및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IP 어드레스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교환하는 것과 함께,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SMTP에 따라 상기 IP 전화기로 직접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IFAX 전화 서비스의 URI에 대응하는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IP 어드레스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상기 DNS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IFAX 서비스의 URI에 포함된 메일 서버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메일 서버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이미지 송신을 위한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과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서, 음성 패킷 사이의 갭(gap)을 이용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이 송

신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7.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는 단계;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는 단계;

  상기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기 IP 전화기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파일 전송 서

비스(file transport service)의 URI로부터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 통화 중에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외부 메모리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헤더로 하는 데이터 전송용 패킷을 생성하여, 파일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패킷과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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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서,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 사이의 갭을 이용하여 상기 파일 전송용

패킷이 송신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NS 서버에 있어서 도메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된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등록되는 NAPTR 레코드를 상기 리소스

레코드로서 검색하여 서비스 컨텐츠를 인식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10.

  발신측의 IP 전화기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인터넷을 통해 당해 발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는 단계; 및

  접속된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기 발신측의 IP 전화기로부터의 메일 송신 완료를 나타내는 신호를 검출한 경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교환을 우선하면서, 착신측의 메일 서버로부터 이메일을 검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IP 전화 통화 방법.

청구항 11.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유닛;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스캐너;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패킷의 교환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

  음성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수행하는 핸드세트; 및

  적어도 이미지 정보의 송신 커맨드를 입력하는데 이용되는 조작 패널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고,

  접속된 상기 IP 전화기와 음성 패킷을 교환하는 음성 통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상기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기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IP 전화기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의 송신을 우선하면서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상기 IP 네트워크

로 송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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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전화기.

청구항 12.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유닛;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스캐너;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패킷의 교환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

  음성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수행하는 핸드세트; 및

  적어도 이미지 정보의 송신 커맨드를 입력하는데 이용되는 조작 패널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고,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고,

  음성 통화 중에 발신측으로부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로부터 IFAX 서

비스의 URI를 취득하고,

  DNS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IFAX 서비스의 URI에 포함된 메일 서버 정보를 취득하고,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메일 서버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과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하는

  IP 전화기.

청구항 13.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유닛;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스캐너;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패킷의 교환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

  음성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수행하는 핸드세트; 및

  적어도 전화번호 및 이미지 정보의 송신 커맨드를 입력하는데 이용되는 조작 패널

  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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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고,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고,

  음성 통화 중에 발신측의 IP 전화기로부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로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로부

터 IFAX 서비스의 URI를 취득하고,

  상기 IFAX 서비스의 URI로부터 상기 IP 전화기의 IP 어드레스를 취득하고,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상기 IP 어드레스에 대해 직접 세션을 확립하고,

  음성 통화 중에 이미지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의 IP 어드레스를 목적지로 하는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상기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교환하는 것과 함께, 상기 이미지 정보용 패킷을

SMTP에 따라 상기 IP 전화기에 직접 송신하는

  IP 전화기.

청구항 14.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유닛;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스캐너;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패킷의 교환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

  음성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수행하는 핸드세트; 및

  적어도 전화번호 및 이미지 정보의 송신 커맨드를 입력하는데 이용되는 조작 패널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 유닛은

  DNS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취득하고,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IP 전화 서비스의 URI를 이용하여 착신측의 IP 전화기와 호 접속하고,

  상기 IP 전화기와의 음성 통화 중에 상기 IP 전화기에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레코드에 포함된 파일 전송 서

비스의 URI로부터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취득하고,

  상기 음성 통화 중에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외부 메모리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헤더로 하는 데이터 전송용 패킷을 생성하여, 파일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패킷과 음성 통화용 음성 패킷을 다중 송신

하는

  IP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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