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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패킷 교환 형태 네트워크의 단말기와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간의 통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접
속된 종점과 원격 접근 서버가 게이트키퍼에 해당 에일리어스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등록하고, 종점이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 중 통화를 원하는 목적 단말기가 있을 경우에 게이트키퍼로 이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게이트키퍼는 목적 단말기의 현재 등록 여부를 파악하여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으나 원격 접근 서버로 요청하고, 원격 
접근 서버는 목적 단말기로 접속을 맺어 목적 단말기가 게이트키퍼로 등록토록 하고, 게이트키퍼를 통해 종점과 목적 
단말기간의 통화가 수행되므로, 목적 단말기가 접속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종점이 원할 때 통화를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IP 네트워크, 원격 접근 서버,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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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PSTN 또는 ISDN에 연결된 단말기가 원격지에 있는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IP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도 2는 ITU-T 권고 H.323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구성도

도 3은 H.323 네트워크에서 단말기간 통화시 메시지 흐름도

도 4는 도 1과 도 2의 네트워크가 연동된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IP 네트워크의 단말기와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간의 통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상의 전화 단말과 원격접근서버(remote access server)에 점대점(PPP: 
Point to Point Protocol) 접속(connection)을 통해 IP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전화단말 간의 통신 방식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게이트키퍼(gatekeeper)와 원격 접근 서버간의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10)에 
연결되어 있는 C 단말기(terminal)(12)가 원격지에 있는 원격 접근 서버(20)로 다이얼업(dialup)하여 IP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이때 C 단말기(12)와 원격 접근 서버(20)는 PPP 접속을 하고 C 단말기는 IP 주소를 
할당받는다. 이후, C 단말기(12)는 IP 네트워크(30)에서 다른 호스트와 패킷 데이터(packet data)를 송수신할 수 있
게 된다.
    

    
도 2는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권고(r
ecommendation) H.323(Packet-based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ITU-T H.323은 IP 네트워크(30)와 같은 패킷 교환 형태(packet-based) 네트워크에서 H.323 단말기간의 멀티미
디어 통신을 위한 표준으로서, 이를 위해 게이트키퍼(38), 단말기(32, 36), 게이트웨이(34), MCU(Multipoint Cont
rol Unit)(도시하지 않음)의 엔터티(entity)를 정의하고 엔터티들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였다. 정의되어 있는 프
로토콜에 의하면 단말기들이 서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퍼(38)에 자신의 에일리어스(alias)와 IP 주소를 등
록하여야 하며 통화를 하기 전에 허가(admission)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TU-T H.225.0(Line 
Transmission of Non-Telephone Signals)의 RAS(Registration, Admission, and Status)와 Q.931이다.
    

    
도 3은 H.323 네트워크에서 A 단말기가 B 단말기로 통화를 할 때의 메시지 흐름도이다. H.323 네트워크에서는 단말
기들은 게이트키퍼에 RRQ(Registration Request)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에일리어스(일종의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등록하고(50-1, 50-3) RCF(Registration Confirm)메시지를 받아야 한다(50-2, 50-4). 등록된 단말기들은 게이
트키퍼로부터 상대방 터미널의 에일리어스를 이용하여 IP 주소를 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 상대방 단말기의 IP 주소
를 얻는 동시에 통화를 허가 받기 위해 ARQ(Admission Request)메시지를 보내고(50-5), 그 응답으로 ACF(Admi
ssion Confirm) 메시지를 받는다(50-6). 도 3에서는 ACF 메시지를 받은 A 단말기는 콜 시그널링(call signalling)
을 위하여 Q.931 셋업 메시지를 보내고(50-7), B 단말기는 통화 허가를 게이트키퍼에 요청하기 위해 ARQ 메시지를 
보내고(50-8), ACF 메시지를 받으면(50-9) A 단말기로 Q.931 접속 메시지를 보낸다(50-10). 이후에 H.245 콜 
시그널링을 수행한 후 통화를 하게 된다(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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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1과 도 2의 네트워크가 연동된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C 단말기(12)가 원격 접근 서버(20)에 접속하여 
IP 네트워크(30)에 연결되면 IP 네트워크(30)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H.323 단말기들, 즉 A 단말기(32) 및 B 단말기
(36)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도 2에서와 마찬가지로 C 단말기(12)는 IP 네트워크(30)에 연결되면 게이트키퍼(3
8)에게 자신의 에일리어스와 IP 주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통화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래에는 C 단말기(12)가 원격 접근 서버(20)에 접속하여 IP 주소를 할당받아 게이트키퍼(38)에 등록하면 IP 네트워
크(30)상의 단말기들이 C 단말기(12)와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C 단말기(12)는 모뎀으로 접속해야 하므로 항상 
접속하고 있으면 접속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P 네트워크(30)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원격 접근 
서버(20)에 접속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접속을 끊고 있게 된다. 이때 C 단말기(12)는 IP 주소가 없어지고 게이트키퍼
(38)의 등록 정보도 쓸모 없게 된다. 그러므로 IP 네트워크(30) 상의 단말기들이 PSTN과 같은 회선(circuit) 네트워
크에 있는 C 단말기와 항상 통화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게이트키퍼에 등록되어 있는 H.323 단말기들이 IP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원격지의 
단말기와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예를 들면, 종래 기술의 경우에는 도 4에서 A 단말기가 C 단말기에게 전
화를 하고자 할 때 C 단말기가 원격 접근 서버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이 경우에도 
원격 접근 서버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후부터 A 단말기 대신에 일반적인 A 종점(endp
oint)으로 대신한다. 종점이란 단말기, 게이트웨이, MCU를 포함한 통칭으로서 어떠한 종점에서도 본 발명에서 고안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
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변형이나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본 발명은 게이트키퍼와 원격 접근 서버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도 5에서와 같은 메시지 흐름을 정
의하였고, 사용하는 메시지 문법 및 데이터 구조는 하기 표 1에서와 같이 ASN.1(Abstract Syntax Notation No.1) 
형식으로 제안한다.

[표 1]
ModemGWInfo ::= SEQUENCE{ dataRatesSupported SEQUENCE OF DataRate, supportedPrefixes SEQUENCE OF Support
edPre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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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odemMessage ::= CHOICE{ modemDialOutRequest ModemDialOutRequest, modemDialOutConfirm ModemDialOutConfir
m, modemDialOutReject ModemDialOutReject, modemDialOuProgress ModemDialOuProgress}ModemDialOutRequest ::= 
SEQUENCE -- MRQ{ destAias AliasAddress, timeToWait INTEGER(0..256) OPTIONAL -- in seconds}ModemDialOutC
onfirm ::= SEQUENCE -- MCF{ endpointIdentifier EndpointIdentifier, destRasAddress TransportAddress OPTIONAL}

[표 3]
ModemDialOutReject ::= SEQUENCE -- MRJ{ endpointIdentifier EndpointIdentifier, rejectReason ModemDialOutReject
Reason}ModemDialOutRejectReason ::= CHOICE{ resourceUnavailable NULL, -- no available port destinationBusy NUL
L, -- destination is busy ...}ModemDialOutProgress ::= SEQUENCE -- MIP{ endpointIdentifier EndpointIdentifier,}

상기 표 1에서 개시된 용어는 ITU-T H.323 및 H.225.0 버전 2에 설명된 바를 따른다. 단 MRQ, MCF, MRJ, MIP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H.225.0 RAS의 'NonStandardMessage'의 'nonStandardData'를 사
용하여 주고받는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메시지는 MRQ(ModemDialOut Request), MCF(ModemDialOut Confirm), MRJ(ModemDi
alOut Reject), MIP(ModemDialOut in Progress)이다. 그리고 원격 접근 서버가 게이트키퍼에 등록하기 위해 기존
의 RRQ 메시지에서 'terminalType'에 사용할 수 있는 'modemGWInfo'라는 데이터 구조를 제안한다.

MRQ는 게이트키퍼가 어떤 단말기로부터 ARQ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비록 목적 단말기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나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것이라면 원격 접근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에는 목적 단말기의 전화
번호인 'destAlias'와 MRQ에 대한 응답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한도인 'timeToWait'가 포함된다.

MCF는 원격 접근 서버가 MRQ를 받은 후, 목적하는 서킷망의 단말기와 PPP 접속을 맺고 IP 주소를 할당하고 나면 게
이트키퍼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할당한 IP 주소를 'destRasAddress'에 넣을 수도 있다.

MRJ는 원격 접근 서버가 MRQ를 받은 후, 목적하는 서킷망의 단말기에 전화연결을 할 수 없을 때 게이트키퍼에게 알
려주는 메시지이다. 전화연결을 할 수 없는 이유를 'rejectReason'에 넣어준다.

MIP는 원격 접근 서버가 MRQ를 받은 후, MRQ에서 지정한 'timeToWait'까지 응답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을 때 진행 
중임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A 종점과 원격 접근 서버는 게이트키퍼에 RRQ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에일리어스와 IP 주소
를 등록한다(60-1, 60-2). 이때 원격 접근 서버는 RRQ 메시지에서 'terminalType'를 게이트웨이로 지정한다. 게이
트웨이는 'GatewayInfor'의 구조로 정의되어 있는데 구조내의 'nonStandardData'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알린다. '
nonStandardData'는 'NonStandardParameter'의 구조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것은 다시 'nonStandardIdentifier'와 
데이터로 구성된다. 'nonStandardIdentifier'는 'MonStandardIdentifier'의 구조로 정의되어 있는 바 이것은 다시 객
체(object) 또는 'h221NonStandard'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객체를 사용하여 원격 접근 서버의 객체 식별자(object 
identifier)를 지정한다. 그리고 'NonStandardParameter'의 구조에서 데이터는 표 1에 개시한 바와 같이 'ModemG
WInfo' 구조를 사용한다. RRQ 메시지의 나머지 필드들은 다른 종점의 RRQ 사용과 같다.
    

이후 게이트키퍼는 A 종점과 원격 접근 서버의 RRQ에 대해 등록이 되었다는 RCF를 보낸다(60-1, 60-2). 이후 A 
종점이 C 단말기로 통화를 하기 위하여 게이트키퍼에게 ARQ 메시지를 보낸다(60-3). 이후 게이트키퍼는 ARQ 메시
지에 있는 C 단말기의 에일리어스를 보고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으나 원격 접근 서버로 요청해야 함을 결정하고, MRQ
를 원격 접근 서버로 보낸다(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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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격 접근 서버는 C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 PPP 접속을 맺으려 시도한다(60-6).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por
t)가 없거나 C 단말기가 비지(busy)인 경우는 즉시 MRJ를 게이트키퍼에게 보낸다(60-7). PPP 접속을 맺는 동안 M
RQ에 지정한 시간마다 MIP를 게이트키퍼에게 보낸다(60-5). 접속이 맺어지고 IP주소의 할당이 성공하면 MCF를 게
이트키퍼에게 보낸다(60-7).

이후 게이트키퍼는 C 단말기가 등록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C 단말기는 GRQ(Gatekeeper Request) 메시지를 보내어 
등록할 게이트키퍼를 찾고, 게이트키퍼는 GCF(Gatekeeper Confirm)를 C 단말기로 보낸다(60-8). C 단말기는 RR
Q를 게이트키퍼에게 보내어 자신의 에일리어스와 IP 주소를 등록하고, 게이트키퍼는 C 단말기에게 RCF를 보내어 등록
을 승인한다(60-9).

    
이후 게이트키퍼는 A 종점에게 ACF를 보내어 통화를 승인한다(60-10). 이후는 H.323에 규정되어 잇는 메시지 흐름
을 따른다. 즉,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ACF 메시지를 받은 A 종점은 콜 시그널링(call signalling)을 위하여 Q.931 
셋업 메시지를 C 단말기로 보내고(60-11), C 단말기는 통화 허가를 게이트키퍼에 요청하기 위해 ARQ 메시지를 보내
고(60-12), ACF 메시지를 받으면(60-13) A 종점으로 Q.931 접속 메시지를 보낸다(60-14). 이후에 H.245 콜 시
그널링을 수행한 후 통화를 하게 된다(60-15).
    

통화의 마침은 H.323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IP 네트워크의 단말기와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간의 
통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의 범위의 균
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가 접속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IP 네트워크 상
의 H.323 단말기가 원할 때 통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게이트키퍼와 원격 접근 서버 간의 메시지
와 메시지 흐름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다른 방식은 종래의 H.225.0 RAS 메시지를 활용하여 국제 규격을 따랐으므로 종래의 통신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원격 접근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항상 접속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접속유
지시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켰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교환 형태 네트워크의 단말기와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간의 통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종점과 원격 접근 서버가 게이트키퍼에 해당 에일리어스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과,

상기 종점이 상기 원격 접근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 중 통화를 원하는 목적 단말기가 있을 경우에 상기 게이트키
퍼로 이이 요구 메시지(ARQ: Admission Request)를 보내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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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키퍼는 상기 종점으로부터 사익 요구 메시지(ARQ)의 수신시 상기 목적 단말기의 현재 등록 여부를 파악하
여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상기 원격 접근 서버로 상기 목적 단말기의 접속을 요청하는 메시지(MRQ: Modem
DialOUt Request)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원격 접근 서버는 상기 게이트키퍼로부터 목적 단말기의 접속을 요청하는 메시지(MRQ)의 수신시 해당 목적 단말
기로 접속을 맺으며 해당 단말기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당하고 이의 확인 메시지(MCF: ModemDialOut 
Confirm)를 상기 게이트키퍼로 전송하여 상기 목적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로 등록토록 하는 과정과,

상기 게이트키퍼를 통해 상기 종점과 상기 목적 단말기간의 통화가 수행되는 과정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키퍼는 목적 단말기의 현재 등록 여부를 파악하여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으나 원격 접근 
서버로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목적 단말기의 전화번호 및 응답 시간 한도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접근 서버는 목적 단말기로 접속을 맺어 상기 목적 단말기가 상기 게이트키퍼로 등록토록 
하는 과정은 상기 원격 접근 서버가 상기 목적 단말기로 접속을 시도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 시도시에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없거나 상기 목적 단말기가 비지(busy)인 경우는 이를 상기 게이트키퍼로 알리는 단계와, 접속이 이루어져 프
로토콜 주소의 할당이 성공하면 이를 상기 게이트키퍼로 알리는 단계와, 상기 목적 단말기가 등록할 게이트키퍼를 찾아 
자신의 에일리어스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등록하며 상기 게이트키퍼는 상기 목적 단말기에 등록을 승인하는 단계
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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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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