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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7) 요약

본 발명은 평생 번호를 사용한 이동성 제공이 가능한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및 이동성 제공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은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과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2레벨의 이동성

계층 구조를 갖는다.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은 사용자 에이전트와 SIP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는 사용자간의 요구/응답 메시지를 주고받아 호를 설정, 수정 및 해제하고, 자신의 컨택트 정보를 등록/등록취소 시 등록

정보의 상태 변화 통지를 요구하며, SIP 네트워크 서버는 사용자 에이전트간의 메시지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고, 메시지 라

우팅 도중에 사용자 에이전트의 컨택트 정보를 알려준다.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은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들을 통

합 관리하며, 각 사용자에게 고유한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

에 따르면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 제공 방법을 제공하여 한 사용자가 여러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여러 논리적

인 SIP 식별자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SIP 식별자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통신 상대

방은 이 사용자를 위해 통합 SIP 식별자만을 알고 있으면 항상 통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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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사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과의 요구/응답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호를 설정, 수정 및 해제를 수행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한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각각 포함하며, 복수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각

각에 대하여 할당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 및

상기 복수의 사용자 각각에 대한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SIP 네트워크 서버, 및 복수의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과

협력하여 사용자별 호 제어와 미디어 제어를 수행하는 복수의 기능 서버를 포함하며, 복수의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

메인을 통합 관리하는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

을 포함하고,

상기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고유한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와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에서 할당된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 사이의 매핑을 수행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논리적인 SIP 식별자와 상기 각 사용자의 물리적인 실제 위치인 사용자 에이전트 사이의 매핑을 수행하는 SIP 기반

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다른 사용자와 통신하고자 하는 상기 사용자의 SIP 메시지 구성시,

통신하고자 하는 상기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를 목적지로 하여 SIP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SIP 네트워

크 서버로 전송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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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생성된 SIP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SIP 메시지의 목적지인 상기 통합 SIP 식별자 정보 및 상기 다른 사용자의 프로

파일에 기초하여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 내의 적어도 하나의 기능 서버로 SIP 메시지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SIP 메시지를 상기 통합 SIP 식별자에 매핑된 각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기초로 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에 전달하여 개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은 상기 통합 SIP 식별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여기서 사용

자의 위치는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과 그 도메인 내에 속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관계없이 상기 사용자가 동일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동성을 제공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 서버는,

세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세션에 대한 호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파크 서버(park server)를 포함하는 SIP 기반

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이동시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다른 사용자의 단말 사이에 설정된 세션에 개입하여 호 제어와

미디어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B2BUA(back-to-back user agent)를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을 포함하여 복수의 사용자에게 SIP 기반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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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을 통합 관리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각각에 대한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하

는 단계;

b)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할당된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상기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와 매핑하는 단계;

c) 제1 사용자로부터 통신하고자 하는 제2 사용자에게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를 목적지로 하여 구성된 SIP 메시지를 수

신하는 단계;

d)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에 포함된 통합 SIP 식별자로 구분되는 상기 제2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통합 SIP 식별자와 매핑되어 있는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 하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선택하는 단계; 및

e) 상기 선택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응되는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으로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를 전송하

여,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 사이의 통화 세션이 설정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i)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통합 SIP 식별자로 구분되는 상기 제2 사용자가 통합 SIP 식별자를 이용하는 멀

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ii) 상기 제2 사용자가 가입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제2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iii) 상기 제2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를 상기

호 기능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1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a) 상기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이 병렬 포킹(forking)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이 병렬 포킹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통합 SIP 식별자와 매핑되어 있는 상

기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응하는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으로 상기 수신한 SIP 메시지를 전송

하는 단계; 및

(c) 상기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이 병렬 포킹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통합 SIP 식별자와 매핑되어 있

는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 상기 제2 사용자 프로파일의 우선 순위, 미디어 종류, 호 종류 및 시간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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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선택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등록이 유효한 상태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

가 선택될 때까지 상기 (c) 단계가 반복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은 세션 변경시 변경되는 세션에 대한 호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파크 서버를 포

함하며,

i) 멀티미디어 통화 세션이 설정되어 있는 제1 및 제2 사용자 에이전트 중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가 제3 사용자 에이전

트로 상기 진행중인 세션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파크 서버로 SIP PUBLISH 메시지를 전송

하는 단계;

ii)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파크 서버로 SIP SUBSCRIBE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파크 서버에 파크되어 있는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의 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파크 서버는 SIP NOTIFY 메시지를 상기 제3 사용자 에이

전트에게 전송하여 호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iii)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SIP INVITE 메시지를 전송하여 새로운 호를 설정하는 단

계; 및

iv)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파크된 세션을 계속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iii) 단계와 iv) 단계 사이에,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SIP BYE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와의 이전에 설정된 호를 종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

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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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 단계에서, 상기 SIP PUBLISH 메시지에는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와 현재 진행중인 세션의 상대방인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은 상기 제1 사용자 및 제2 사용자 사이의 세션에 개입하여 호 제어와 미디어 중

계 기능을 수행하는 B2BUA(Back-to-Back User Agent)를 포함하고,

i) 홈 네트워크에 위치한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B2BUA를 통해 제2 사용자 에이전트와 멀티미디어 통화 세션을 진

행하는 단계;

ii)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된 경우, 상기 B2BUA로 SIP Re-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iii) 상기 B2BUA가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위치한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와 미디어 경로를 재설정하는 단계; 및

iv) 상기 B2BUA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간의 세션을 계속 진행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i) 단계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B2BUA로 SIP 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B2BUA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B2BUA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간에 호를 설정하여 멀티미디어 통화 세션을 진행

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iv) 단계가, 상기 B2BUA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이동하기 전에 설정된 미디어 경로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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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평생 번호를 사용하여 이동성

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및 이동성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과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통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임의의 장소에 다양한 통

신 네트워크들이 공존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해당 장소가 옥내인지 옥외인지, 또한 움직임의 속도가 어

느 정도인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할 것인가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서로 다른 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을 위해 사용

가능한 각종 단말기들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단말기의 선택이 통신망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소에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이용해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보고 있

던 VOD(Video On Demand)를 부엌이나 다른 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형태의 장치를 이용해 계속해서 보고 싶어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를 위해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SIP 식별자(SIP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물리적인 위치나 사용 단말기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SIP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동성은 개인 이동성(Personal Mobility), 서비스 이동성(Service

Mobility), 세션 이동성(Session Mobility), 단말 이동성(Terminal Mobility) 등이 있다.

한편,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 단체인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의 SIP WG과 SIP Proposal

Investigation(SIPPING) WG에서는 SIP 포킹(forking) 기능을 사용한 개인 이동성 제공, 단말의 Capability나

Preference를 SIP Registrar에 등록하거나 CPL(Call Processing Language) 등을 사용하여 호 제어 명령을 시스템 독립

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따른 서비스 이동성 제공, 3rd Party Call Control을 사용하거나 SIP REFER 메시지를 이용한 세

션 이동성 제공, SIP Re-INVITE 메시지를 사용한 단말 이동성 제공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 1은 종래 기술로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 내에서의 개인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Alice와 멀티미디어 통신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Alice의 SIP 식별자를 타켓으로 하여 호 설정을 요청

한다. 이 때, Alice의 SIP 식별자는 alice@adsl.home.net(11)과 alice@wlan.home.net(12)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

하여 설명한다.

통신 상대방이 alice@adsl.home.net(11)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호 설정을 요청하면, adsl.home.net 도메인의 SIP 네

트워크 서버(13)가 포킹 기능을 통해 현재 alice@adsl.home.net(11)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SIP UA(User

Agent, 사용자 에이전트)로 호를 전달한다. 현재 alice@adsl.home.net(11)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SIP UA로

는 tel:82421238282(15)와 alice@host.home2.net(17) 두 개가 있으므로, 이들 두 개의 SIP UA(15, 17)로 호가 전달될

수 있다.

한편, 통신 상대방이 alice@wlan.home.net(12)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호 설정을 요청하면, wlan.home.net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14)가 포킹 기능을 통해 alice@wlan.home.net(12)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SIP UA로 호를

전달한다. 현재 alice@wlan.home.net(12)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SIP UA로는 tel:82421238282(15), alice@

laptop.home1.net(16) 및 tel:82161231004(18) 세 개가 있으므로, 이들 세 개의 SIP UA(15, 16, 18)로 호가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사용자가 어느 단말에 위치하든지 호 설정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SIP 식별자로 호 설정을 시도하면,

SIP 네트워크 서버의 포킹 기능을 통해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물리적인 SIP UA로 호가 전달된다. 따라서 포킹 기능을 이

용한 SIP 네트워크에서의 개인 이동성이 제공된다.

한편, 사용자가 어느 단말에 위치하든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파일을 단말에 독립적으로 관리

하여 사용자가 SIP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프로파일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 프로파일에는 단축 다이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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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디 리스트, 미디어 우선 순위, 벨 소리, 보이스 메일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CPL 등을 사용하여 호 제어 명령

을 단말에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호 제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SIP네트워

크에서의 서비스 이동성이 제공된다.

또한, 사용자가 진행 중인 세션을 단말을 바꾸어 세션을 계속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세션을 계속할 수 있다. 3rd Party 호

제어를 이용하거나 SIP REFER 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SIP 네트워크에서의 세션 이동성이 제공될 수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로 SIP REFER 메시지를 이용한 세션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Alice(21)와 Bob1(22)이 현재 멀티미디어 통화 중일 때, Bob1(22)이 Bob2(23)로 세션을 이동하는 경우

이다.

Bob1(22)은 세션을 이동하려는 Bob2(23)에게 SIP REFER 메시지(24)를 전송하여 호 상대방인 Alice(21)와 새로운 호를

시작하도록 요청한다. SIP REFER 메시지(24)를 받은 Bob2(23)는 Alice(21)에게 SIP INVITE 메시지(25)를 전송하여 새

로운 호 설정을 요청한다. 이러한 SIP INVITE 메시지(25)에는 호 설정 작업이 완료되면 Alice(21)로 하여금 Bob1(22)과

의 이전 호를 종료하도록 하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Alice(21)는 Bob2(23)와의 새로운 호 설정이 완료되면 SIP BYE 메시지(26)를 Bob1(22)에게 전송하여 Bob1(22)

과의 이전 호를 종료한다.

이렇게 하여 진행 중인 세션을 단말을 바꾸어 세션을 계속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세션을 계속 할 수 있다. 따라서, SIP 네트

워크에서의 세션 이동성이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단말이 IP 서브넷 간에 이동을 하더라도 세션을 유지하고, 통신이 계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SIP에서는 단말 이동의 경우 새로운 IP 주소를 SIP　REGISTER 메시지를 통해 단말의 Registrar에게 알린다. 또한,

세션이 진행 중일 때에는 통신 상대방에게 SIP Re-INVITE 메시지를 통해 IP 주소가 바뀌었음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함

으로써 SIP 네트워크에서의 단말 이동성이 제공된다.

도 3은 종래 기술로 SIP Re-INVITE 메시지를 이용한 단말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Bob(32)이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 위치하고 있을 때, Alice(31)에게 SIP INVITE 메시지(34)

를 전송하여 Bob(32)과 Alice(31) 사이에 멀티미디어 호 설정이 완료되어 통화 중이다. 이때, 홈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

는 Bob(32)이 외부 네트워크(Foreign Network)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35).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한 Bob

(33)은 Alice(31)에게 SIP Re-INVITE 메시지(36)를 전송하여 IP 주소가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세션을 계속 진행할 수 있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심의 이동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만, 사

용자 중심의 이동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용자는 여러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제

공받는다. 따라서,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경우, 상기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동성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DSL 망 사업자와 WLAN 망 사업자가 각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두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SIP 식별자는 도 1에서와 같이 각각 독립적인 논리 식별자가 된다.

개인 이동성의 경우, 사용자는 두 개의 SIP 식별자에 대해 각각 개인 이동성이 제공되어 통신 상대방은 이 두 SIP 식별자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되고, SIP 네트워크 서버의 포킹 기능을 사용하여도 한 사용자의 모든 물리적 위치로 호가 설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 이동성의 경우, 사용자는 두 SIP 식별자 각각 서비스 이동성이 제공되어 SIP 네트워크 서비스간의 이동의 경우 제

공되는 서비스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세션 이동성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션 이동

성의 경우, 세션을 이동하려는 단말이 항상 SIP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어 SIP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

약이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이동을 완료한 후 SIP 서비스 등록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션 이동성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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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이동성도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독립적인 개념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말은

멀티 호밍이 지원되지 않아 IP를 바꾸는 동안 진행 중인 세션의 미디어 패킷은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말 이동을

통신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 제공 방법을 제공하여 한 사용자

가 여러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여러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에 대

해서는 모든 SIP 식별자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평생 번호를 사용한 이동성 제공이 가능한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및 이동성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은,

각 사용자에게 할당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여기서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은, 사용자간의 요구/응답 메시지를 주고받아 호를 설정, 수정 및 해제하고,

자신의 컨택트 정보를 등록/등록취소 시 등록 정보의 상태 변화 통지를 요구하는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및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간의 메시지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고, 메시지 라우팅 도중에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컨택트 정보를 알려

주는 SIP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함－; 및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들을 통합 관리하며, 각 사용자에게 고유한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은 상기 통합 SIP 식별자와 이에 대응되어 등록되어 있는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

메인 내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간의 매핑을 수행하여 상기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SIP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SIP 메시지 구성시 통신 상대방의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통합 SIP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구성된 SIP 메시지를

상기 통합 식별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 내의 다양한 기능 서버로 SIP 메시지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통합 SIP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구성된 SIP 메시지를

상기 통합 SIP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각 논리적인 SIP 식별자로 매핑하고, 상기 매핑된 각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서비

스하는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로 전달하여 개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은 상기 통합 SIP 식별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여기서

사용자의 위치는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과 그 도메인 내에 속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상관없이 상기 사용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다양한 기능 서버에는 파크 서버(Park Server)가 포함되며, 상기 파크 서버는 세션 이동시 이동되는 세션에 대

한 호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다양한 기능 서버에는 B2BUA(Back-to-Back User Agent)가 포함되며, 상기 B2BUA는 단말의 이동시 두 사

용자간의 세션에 개입하여 호 제어와 미디어 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은,

사용자 에이전트를 포함하며, 각 사용자에게 할당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 및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들을 통합 관리하며, 각 사용자에게 고유한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할

당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을 포함하는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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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을 통합 관리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각각에 대한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하

는 단계; b) 상기 복수의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 각각에 대하

여 할당된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상기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와 매핑하는 단계; c) 제1 사용자로부터 통신하고자

하는 제2 사용자에게 할당된 통합 SIP 식별자를 목적지로 하여 구성된 SIP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d)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에 포함된 통합 SIP 식별자로 구분되는 상기 제2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통합 SIP 식별자와 매

핑되어 있는 복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 중 하나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선택하는 단계; 및 e) 상기 선택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응되는 상기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으로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제1 사용자와 상

기 제2 사용자 사이의 통화 세션이 설정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여기서, 상기 b) 단계는, i)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에 포함된 통신 상대방이 상기 통합 SIP 식별자에 의한 범용 위치 서비

스 사용이 가능한 가입자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ii) 상기 통신 상대방이 가입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용

자에 대한 사용자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iii) 상기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IP 메시지를 상기 호 기능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및 iv)

상기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통합 SIP 식별자에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매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iv) 단계는, (a)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가 병렬 포킹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

는 단계; (b) 상기 단계에서 병렬 포킹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통합 SIP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논

리적인 SIP 식별자 중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선택하는 단계; 및 (c) 상기 (a) 단계에서 병렬 포킹이 가능하거나 또

는 상기 (b) 단계에서 최적의 SIP 식별자가 선택된 경우, 상기 통합 SIP 식별자에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매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미디어 종류, 호 종류,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에 기

초하여 상기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b) 단계에서 선택된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등록이 유효한 상태의 논리적

인 SIP 식별자가 선택될 때까지 상기 (b) 단계가 반복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이 세션 이동시 이동되는 세션에 대한 호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파크 서버를 포함하

며, i) 상기 a), b) 및 c) 단계를 수행하여 멀티미디어 통화 세션을 제공중인 제1 및 제2 사용자 에이전트 중 상기 제2 사용

자 에이전트가 제3 사용자 에이전트로 상기 진행중인 세션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파크 서

버로 SIP PUBLISH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ii)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파크 서버로 SIP SUBSCRIBE 메시지

를 전송하여 상기 파크 서버에 파크되어 있는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의 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파크 서버는

SIP NOTIFY 메시지를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전송하여 호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iii)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

가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와 파크된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 및 iv) 상기 제3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

트가 상기 파크된 세션을 계속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이 단말의 이동시 두 사용자간의 세션에 개입하여 호 제어와 미디어 중계 기능을 수행

하는 B2BUA(Back-to-Back User Agent)를 포함하고, 상기 두 사용자간의 세션 수행시 상기 a), b) 및 c) 단계를 수행하

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i) 홈 네트워크에 위치한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B2BUA를 통해 제2 사용자 에이전트와 멀티

미디어 통화 세션을 진행하는 단계; ii)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된 경우, 상기 B2BUA로 SIP

Re-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iii) 상기 B2BUA가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위치한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와 미디

어 경로를 재설정하는 단계; 및 iv) 상기 B2BUA가 상기 제1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제2 사용자 에이전트간의 세션을 계

속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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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평생 번호를 사용한 이동성 제공이 가능한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및 이동성 제공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은 종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도메인(4G Net, ADSL Net, WLAN Net 등)을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동성

제공 도메인인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 내에서 사용자는 SIP 네트워크 서비스에 독립적인 통합 SIP 식별자를

할당받는다. 이 SIP 식별자는 평생 번호 또는 평생 전화번호처럼 한 사용자를 평생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

을 한다. 따라서, 통신 상대방은 이 식별자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꾸거나 물리적인 단말을 바꾸더

라도 항상 사용자와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 내에는 SIP 네트워크 서버와 파크 서버(Park Server), 프리즌스 서버

(Presence Server), B2BUA(Back-to-Back User Agent), 호 기능 서버(Call Feature Server), CPL 서버 등 다양한

SIP 호 제어 관련 서버들이 포함된다(4A). 이들 SIP 호 제어 관련 서버는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는

호 제어를 수행한다.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은 통합 SIP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바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

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4G Net,

ADSL Net, WLAN Net) 내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와 매핑된다. 주로 이러한 매핑은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 내에 있는

SIP 네트워크 서버에 의해 수행된다. 한편, 논리적인 SIP 식별자는 다시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4G Net, ADSL

Net, WLAN Net) 내의 SIP 네트워크 서버(4B)를 통해 사용자의 물리적인 실제 위치인 UA(4C)와 매핑된다. 이 때, SIP 네

트워크 서비스 도메인(4G Net, ADSL Net, WLAN Net)은 종래 기술에 따라 논리적인 SIP URI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 주

소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개인 이동성 제공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도

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통신 상대방은 사용자(Alice)의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를 타켓으로 하여 호 설정을 시도한다. 통신

상대방은 Alice의 통합 SIP 식별자인 alice@global.net(51) 주소만 알고 있으면 Alice가 어떤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

던지 어떤 단말을 사용하던지 간에 최적의 통신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통신 상대방이 Alice의 통합 SIP 식별자인 alice@global.net(51) 식별자를 타겟으로 하여 호 설정을 요청하면,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의 SIP 네트워크 서버(5A)는 포킹 기능을 통해 현재 alice@global.net 통합 식별자로 등록

되어 있는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얻는다. 현재 alice@global.net 통합 SIP 식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논리적인 SIP 식별자

는 alice@adsl.home.net(52)과 alice@wlan.home.net(53)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의 SIP 네트워크 서버(5A)는 두 개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인 alice@

adsl.home.net(52)과 alice@wlan.home.net(53)을 타겟으로 하여 각각 호 설정을 요청한다. 이 때, 범용 위치 서비스 도

메인(Global Domain)에 병렬 포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두 개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해 각각 호

설정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으로 호 설정을 요청한다.

그러면, alice@adsl.home.net SIP 식별자(52)에 대해서는 다시 adsl.home.net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5B)가 포킹

기능을 통해 현재 alice@adsl.home.net 식별자(52)로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SIP UA로 호를 전달한다. 현재 alice@

adsl.home.net 식별자(52)로 등록되어 있는 SIP UA가 tel:82421238282(54)와 alice@host.home2.net(56) 두 개가 있

으므로, 이들 두 개의 SIP UA로 각각 호가 전달될 수 있다.

한편, alice@wlan.home.net SIP 식별자(53)에 대해서는 다시 wlan.home.net 도메인의 SIP 네트워크 서버(5C)가 포킹

기능을 통해 현재 alice@wlan.home.net 식별자(53)로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SIP UA로 호를 전달한다. 현재 alice@

wlan.home.net 식별자(53)로 등록되어 있는 SIP UA가 tel:82421238282(54), alice@laptop.home1.net(55) 및

tel:82161231004(57) 세 개가 있으므로, 이들 세 개의 SIP UA로 각각 호가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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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개인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알아야만 호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를 통해 통신 상대방은 사용자의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만을 알

고 있으면, 사용자가 어느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던지 어떤 단말을 사용하던지에 관계없이 최적의 통신 상태를 제공 받

을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개인 이동성 제공을 위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

인(Global Domain) 내의 SIP 네트워크 서버(5A)에서의 SIP Request 메시지 처리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 내의 SIP 네트워크 서버(5A)가 통신 사용자로부터 SIP

메시지를 받으면, To 헤더의 사용자, 즉 상대방인 메시지의 목적지가 범용 위치 서비스(Global Service:GLS)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인 지의 여부를 체크(61)하여,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SIP 처리 실패를 나타내는

SIP 404 Not Found 에러 응답을 전송한 후 SIP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종료한다(62).

만약 사용자가 범용 위치 서비스(GLS) 가입자인 경우, SIP 네트워크 서버(5A)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보고 호 기능 서버

가 설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63), 만약 사용자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으면 수신된 SIP 메시지

를 호 기능 서버(4A)에 전달하여 이후 SIP 메시지가 호 기능 서버에서 처리되도록 한다(64).

만약 사용자 프로파일에 호 기능 서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렬 포킹이 가능한 경우에는(65), 통합 SIP 식별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로 매핑하여(66),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응되는 SIP 네트워크 서비

스를 제공하는 SIP 네트워크 서버(5B, 5C)로 SIP 메시지를 전송한다(67).

한편, 상기 단계(65)에서 병렬 포킹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 SIP 식별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논리적인 SIP 식별

자 중 최적의 SIP 식별자를 얻는다(68). 이 때,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미

디어 종류, 호 종류,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음, 선택된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여(69), 만약 선택된 최적의 논리

적인 SIP 식별자가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최적의 SIP 식별자가 선택될 때까지 상기 단계(68, 69)가 반복된다.

그 후, 통합 SIP 식별자에 대해 상기 선택된 최적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로 매핑하여(66), 논리적인 SIP 식별자에 대응되

는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SIP 네트워크 서버(5B, 5C)로 SIP 메시지를 전송한다(67).

한편,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에서는 사용자가 어느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든지 어떤 단말에 위치하

든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파일을 SIP 서비스 네트워크와 단말에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사용

자가 SIP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프로파일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프 프로파일에는 단축 다이얼이나 버

디 리스트, 미디어 우선 순위, 벨 소리, 보이스 메일 설정 등의 프로파일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CPL등을 사용하여 호 제

어 명령을 단말에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호 제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

스 이동성이 제공된다. 이와 같이,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에서는 통합 SIP 식별자 레벨의 서비스 이동

성을 제공하고,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4G Net, ADSL Net, WLAN Net 등)은 논리적인 SIP 식별자 레벨의 서비

스 이동성을 제공한다.

한편, 종래 기술에서 제공하는 세션 이동성은 세션을 이동하려는 단말이 항상 SIP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어 SIP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이동을 완료한 후 SIP 서비스 등록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션 이동성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파크 서버를 통한 세

션 이동성 제공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Alice(7A)와 Bob1(7B)이 현재 멀티미디어 통화 중일 때, Bob2(7C)로 세션을 이동하는 경우이다.

먼저, Bob1(7B)은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 내의 파크 서버(Park Server, 7D)에게 현재 진행 중인 세션

의 정보를 포함하는 SIP PUBLISH 메시지(71)를 전송한다. 이 SIP PUBLISH 메시지(71)에는 현재 진행 중인 세션의 상대

방이 Alice(7A)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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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션을 이동하려는 Bob2(7C)는 파크 서버(7D)에게 SIP SUBSCRIBE 메시지(72)를 전송하여 현재 파크되어 있는

Bob1(7B)의 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파크 서버(7D)는 SIP NOTIFY 메시지(73)를 Bob2(7C)에게

전송하여 Bob1(7B)의 파크되어 있는 호 정보를 알려준다.

따라서, Bob2(7C)는 이 정보로부터 호 상대방인 Alice(7A)와 새로운 호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Bob2(7C)는 Alice

(7A)에게 SIP INVITE 메시지(74)를 전송하여 새로운 호 설정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는 호 설정 작업이 완료되면

Alice(7A)로 하여금 Bob1(7B)과의 이전 호를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Alice(7A)는 새로운 호 설

정이 완료되면 SIP BYE 메시지(75)를 Bob1(7B)에게 전송하여 Bob1(7B)과의 이전 호를 종료한다.

이렇게 하여 진행 중인 세션을 단말을 바꾸어 세션을 계속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세션을 계속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IP

서비스 등록이 되지 않은 단말로 이동하여 세션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세션 이동성이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종래 기술에서 제공하는 단말 이동성에서 대부분의 단말은 멀티 호밍이 지원되지 않아 IP를 바꾸는 동안 진행 중인

세션의 미디어 패킷이 소실될 가능성이 크고, 단말 이동을 통신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SIP B2BUA(Back-

to-Back User Agent)를 통한 단말 이동성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 위치하고 있는 Bob(8B)이 Alice(8A)에게 멀티미디어 호 설정을 요청하

기 위해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Global Domain) 내의 B2BUA(8D)에게 SIP INVITE 메시지(81)를 전송한다.

B2BUA(8D)는 Bob(8B)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실제 호 상대방인 Alice(8A)에게 전달한다(82). 이렇게 하여 Bob(8B)

과 Alice(8A) 사이에 멀티미디어 호 설정이 완료되면 Bob(8B)은 B2BUA(8D)에게 미디어를 전송하고, 이 미디어는 다시

Alice(8A)에게 전달되며, Alice(8A)도 마찬가지로 B2BUA(8D)에게 미디어를 전송하고, 이 미디어는 다시 Bob(8B)에게

전달된다(73). 즉, Alice(8A)와 Bob(8B)은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하여 오디오나 비디오 미디어를

상호 전송한다. 따라서, B2BUA(8D)는 두 통신 주체(8A, 8B) 사이에서 세션 제어 및 미디어 중계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홈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는 Bob(8B)이 외부 네트워크(Foreign Network)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84).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한 Bob(8C)은 Alice(8A)에게 자신의 IP 주소가 바뀌었음을 알리기 위해, 먼저 B2BUA(8D)에게 SIP

Re-INVITE 메시지(85)를 전송한다. 이 때, B2BUA(8D)는 미디어가 새로 추가되거나 줄지 않는 경우에는 Alice(8A)에게

Bob(8C)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없이 미디어 경로의 재설정만 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동한 Bob(8C)과

B2BUA(8D) 사이의 미디어 경로만 재설정하면 Alice(8A)와의 세션이 계속될 수 있다(86). 그리고, B2BUA(8D)는 이동하

기 전의 Bob(8B)에게 SIP BYE 메시지(87)를 전송하여 이동하기 전의 Bob(8B)과 B2BUA(8D) 사이의 미디어 경로를 삭

제한다.

이와 같이 B2BUA(8D)를 이용함으로써, 단말의 이동을 통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단말 이동성 제공이 가능하게 된

다. 또한, 이동하는 동안 소실되는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통신 주체간 미디어 코덱이 달라 세션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다

양한 변경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중심의 이동성 제공 방법을 제공하여 한 사용자가 여러 SI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여러

논리적인 SIP 식별자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같은 경우, 모든 SIP 식별자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2 레벨의 이동성 계층 구조를 가지므로, 상위 레벨인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은 통합 SIP URI를 바탕으로 하는 사

용자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하고, 하위 레벨인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은 논리적인 SIP URI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 주

소 중심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에 이동성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

여 보다 진보된 이동성 제공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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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이동성의 경우, 통신 상대방은 사용자의 평생 번호인 통합 SIP 식별자만을 알고 있으면 사용자가 어느 SIP 네트

워크 서비스를 받는가 어떤 단말을 사용는가에 관계없이 최적의 통신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논리적인

SIP　식별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통신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몰라도 된다.

또한, 서비스 이동성의 경우, 서비스 프로파일을 SIP 서비스 네트워크와 단말에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SIP 서비

스를 사용할 때 이 프로파일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어느 SIP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든지 어떤 단말에 위치하든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은

논리적인 SIP 식별자 레벨의 서비스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션 이동성의 경우, 진행 중인 세션을 단말을 바꾸어 세션을 계속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세션을 계속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종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SIP 서비스 등록이 되지 않은 단말로 이동하여 세션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단말 이동성의 경우, 단말의 이동을 통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단말 이동성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소실되는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통신 주체간 미디어 코덱이 달라 세션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부

담을 덜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로 SIP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 내에서의 개인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종래 기술로 SIP REFER 메시지를 이용한 세션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기술로 SIP Re-INVITE 메시지를 이용한 단말 이동성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개인 이동성 제공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도

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개인 이동성 제공을 위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

인(Global Domain) 내의 SIP 네트워크 서버에서의 SIP Request 메시지 처리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파크 서버를 통한 세

션 이동성 제공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에서 범용 위치 서비스 도메인의 SIP B2BUA(Back-

to-Back User Agent)를 통한 단말 이동성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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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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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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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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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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