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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약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연동 시에 일측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서 타측 망 기반의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즉, 패킷 망과 서킷 망

사이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패킷 망에서의 화상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전화 호 처리

및 가입자 DB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 상기 패킷 망과 서킷 망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는 IMG; 상기 패킷망 가입

자와 서킷 망 가입자의 통합 가입자 DB 인 IMSR; 상기 서킷 망의 가입자 DB인 DHLR; 상기 서킷 망에서의 교환기들 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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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팅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MSCg; 상기 서킷 망의 교환기인 MSC; 상기 GK, IMG와 접속되어 패킷망 기반

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영상사서함 서버 및 상기 MSC, IMG와 접속되어 서킷망 기반의 화상전

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영상사서함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패킷망 기반의 H.323화상

전화와 서킷망 기반의 3G-324M화상전화를 포함하는 이기종 망 간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각 화상전화에 제공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망에서의 화상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전화 호 처리 및 가입자 DB를 제공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 GK);

상기 패킷 망과 서킷 망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는 IMG(Interworking Media Gateway);

상기 패킷망 가입자와 서킷 망 가입자가 가입한 영상 사서함 서비스에 대한 통합 가입자 DB 인 IMSR(IP Multimedia

Subscriber Register);

상기 서킷 망의 가입자 DB인 DHLR(Dual-stack Home Location Register);

상기 서킷 망의 교환기인 MSC;

상기 서킷 망에서의 교환기들 간 라우팅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MSCg(MSC gateway);

상기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 영상사서함 서버; 및

상기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영상사서함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패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패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호 접속

을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부터 제1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전환 수행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

로의 호 접속을 시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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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 사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

신 화상전화로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GK를 통해 IMG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setup)를 전송하는 단계;

(b-2) 상기 IMG가 서킷 망으로의 접속을 위해MSCg로 사전 호 설정 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b-3) 상기 MSCg가 DHLR로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상기 DHLR이 MSC로 상기 착신 화상전화의 라우팅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및

(b-4) 상기 MSC가 상기 DHLR로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는, 전원이 오프된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

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발신 화상전화가 GK로 ARQ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a-2) 상기 GK가 IMSR 및 DHLR을 통해 착신 화상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a-3) 상기 GK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호 설정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MSC가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를 토대로 제2 영상사서함 서버와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c-2) 상기 제2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와 세션을 해제한 후, 제1 영상사서함 서버의 위치정보를 상기 GK로 전송하는

단계;

(c-3) 상기 GK가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는 단계;

(c-4)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와 호를 설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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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d-1)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와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주종 결정 및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에 대한 협상

을 수행하는 단계;

(d-2) 상기 협상이 완료된 후,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를 거쳐 상기 발신 화상전화(110)로 호 접속 요청메시

지(connect)를 전송하는 단계; 및

(d-3)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패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패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호 접속

을 시도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부터 제1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전환 수행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

로의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 사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

신 화상전화로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단계는,

(b-1)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GK를 통해 IMG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setup)를 전송하는 단계;

(b-2) 상기 IMG가 서킷 망으로의 접속을 위해MSCg로 사전 호 설정 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b-3) MSCg가 DHLR 및 MSC를 통해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4) MSCg가 상기 획득된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근거로 하여 화상전화 호를 전송하기 위한 사전 호 설정 요청메

시지를 상기 MSC로 전송하는 단계;

(b-5) 상기 MSC 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Setup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b-6) 상기 MSC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를 상기 MSC, MSCg, IMG, GK를 거쳐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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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는, 무응답(No Answ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

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발신 화상전화가 GK로 ARQ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a-2) 상기 GK가 IMSR 및 DHLR을 통해 착신 화상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a-3) 상기 GK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호 설정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3.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MSC가 착신 화상전화의 상태정보를 토대로 제2 영상사서함 서버와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c-2) 상기 제2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와 세션을 해제한 후, 제1 영상사서함 서버의 위치정보를 상기 GK로 전송하는

단계;

(c-3) 상기 GK가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는 단계;

(c-4)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와 호를 설정하는 단계; 및

(c-5)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d-1)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와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주종 결정 및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에 대한 협상

을 수행하는 단계;

(d-2) 상기 협상이 완료된 후,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를 거쳐 상기 발신 화상전화(110)로 호 접속 요청메시

지(connect)를 전송하는 단계; 및

(d-3)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5.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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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서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서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호 접속

을 시도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 사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

전화로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

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IMG가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GK를 통해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c-2)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로 ARQ(Admission Request)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GK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

버로 ACF(Admission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c-3)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GK를 통해 IMG로 상기 (c-1) 단계 Setup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IMG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Connect)를 전송하는 단계; 및

(c-4) 상기 IMG가 응답메시지를 상기 MSC로 전송하면, 상기 MSC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7.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발신 화상전화가 소정의 착신번호로 다이얼링하면, MSC로 Call setup 메시지가 전송되는 단계;

(a-2) 상기 MSC가 DHLR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a-3) 상기 DHLR이 상기 MSC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착신 화상전화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가입자가 아니라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가입자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a-4) 상기 MSC가 MSCg를 거쳐 IMG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

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8.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IMG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GK로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LRQ(Location Request)메시지를 브

로드캐스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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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상기 착신 화상전화와 연동하는 해당GK가 상기 IMG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로 LCF(Location Confirm)메시지

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LCF메시지에는 현재 착신 화상전화가 전원이 오프인 상태, 무조건 영상사서함으로의 전환 설정상

태 및 통화 중인 상태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태인 상태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

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0.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IMG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주/종 결정,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 논리채널개방, 다중화 테이블

시그널링에 대한 H.245협상을 수행하는 단계;

(d-2) 상기 IMG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와 주/종 결정,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 논리채널개방에 대한

H.245협상을 수행하는 단계;

(d-3)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d-4)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1.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서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서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호 접속

을 시도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 사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

전화로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IMG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GK로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LRQ(Location Request)메시지를 브

로드캐스팅하는 단계;

(b-2) 상기 착신 화상전화와 연동하는 해당GK가 상기 IMG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로 LCF(Location Confirm)메시지

를 전송하는 단계;

(b-3) 상기 IMG가 상기 GK를 거쳐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 호 설정을 시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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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상기 착신 화상전화가 상기 호 설정 시도에 대한 응답메시지를 상기 GK, IMG, MSC를 거쳐 상기 발신단말로 응답메

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b-5) 상기 GK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에 호 해제 완료메시지(Release Complete)를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b-4) 단계의 응답메시지에는 현재 착신 화상전화가 무응답 상태인 상태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발신 화상전화가 소정의 착신번호로 다이얼링하면, MSC로 Call setup 메시지가 전송되는 단계;

(a-2) 상기 MSC가 DHLR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착신 화상전화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a-3) 상기 DHLR이 상기 MSC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착신 화상전화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가입자가 아니라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가입자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a-4) 상기 MSC가 MSCg를 거쳐 IMG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

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GK가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c-2)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GK로 ARQ(Admission Request)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GK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

버로 ACF(Admission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c-3)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로GK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GK를 거쳐 상기 IMG

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Connect)를 전송하는 단계; 및

(c-4) 상기 IMG가 ANM메시지를 상기 MSC로 전송하고, 상기 MSC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IMG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주/종 결정,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 논리채널개방, 다중화 테이블

시그널링에 대한 H.245협상을 수행하는 단계;

(d-2) 상기 IMG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와 주/종 결정,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 논리채널개방에 대한

H.245협상을 수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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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d-4)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와 서킷 망 기반

의 화상전화 연동 시에 일측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서 타측 망 기반의 화상전화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기종 망

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이동통신 기술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규격화한 GSM, GPRS,

WCDMA망으로 발전해왔고,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2)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규격화한 IS-95A,

IS95-B, CDMA20001x, CDMA1x-EVDO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무선 이동통신 기술 중, IMT-2000망의 경우, 동기

식 IMT-2000을 CDMA2000 1x-EVDO라고 하고, 비동기식 IMT-2000을 WCDMA라 한다.

IMT-2000망에서의 화상전화 서비스는, WCDMA망에서 유선 서킷 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ITU-T H.324프로토콜 규격

을 3GPP 표준화기구에서 무선 서킷 망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3G-324M 프로토콜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

면, CDMA2000 1x-EVDO망에서 유선 패킷 망에서 사용되는 ITU-T H.323프로토콜 규격을 무선 망에서 별도의 표준규

격 없이 무선 패킷 망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 2003-09630호는 동일 망(CDMA2000 1x-EVDO망)에서 화상전화 호 접속 시 착신단말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조건적으로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발신단말에 제공함으로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이기종 망, 즉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 사이에서도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와 서킷 망 기

반의 화상전화 사이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

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은, 패킷 망에서의 화상전화 서

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전화 호 처리 및 가입자 DB를 제공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 GK); 상기 패킷 망과 서킷 망 사

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는 IMG(Interworking Media Gateway); 상기 패킷망 가입자와 서킷 망 가입자의 통합 가입

자 DB 인 IMSR(IP Multimedia Subscriber Register); 상기 서킷 망의 가입자 DB인 DHLR(Dual-stack Home Location

Register); 상기 서킷 망의 교환기인 MSC; 상기 서킷 망에서의 교환기들 간 라우팅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MSCg(MSC gateway); 상기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 영상사서함 서버; 및 상기 서

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영상사서함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은, (a) 상기 패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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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패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

전화로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전화로부터 제1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전환

수행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을 시도하는 단계; (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제1영상사서함 서버 사

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제1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 화상전화)에서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 화상전화)로 화상통화 시도

후에 제공되는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은, (a) 상기 서킷 망 내에서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를 조

회하는 단계; (b)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화상전화가 상기 서킷 망 내에 없으면,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착신 화상

전화로 호 접속을 시도하는 단계; (c) 상기 발신 화상전화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 사이에H.245협상을 수행한 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로 상

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영상사서함 서버가 상기 발신 화상전화와 호 접속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 및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상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

에 대하여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였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은, 패킷 망(H.323 화상전화(110)가 접속)과 서킷 망(3G-324M화상전화(180)가 접

속) 사이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패킷 망에서의 화상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전화 호 처

리 및 가입자 DB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 GK, 120); 상기 패킷 망과 서킷 망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

하는 IMG(Interworking Media Gateway, 130); 상기 패킷망 가입자와 서킷 망 가입자의 통합 가입자 DB 인 IMSR(IP

Multimedia Subscriber Register, 140); 상기 서킷 망의 가입자 DB인 DHLR(Dual-stack Home Location Register,

150); 상기 서킷 망에서의 교환기들 간 라우팅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MSCg(MSC gateway, 160); 상기 서

킷 망의 교환기인 MSC(170); 상기 GK(120), IMG(130)와 접속되어 패킷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1영상사서함 서버(323 Multimedia Messaging Server, 323 MMC, 210) 및 상기 MSC(170), IMG(130)와 접속되

어 서킷망 기반의 화상전화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영상사서함 서버(324 Multimedia Messaging Server,

324MMC, 220)를 포함한다.

여기서, GK(120)는 H.323 프로토콜 시스템내의 다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및 이기종 망(본 실시예에서는

서킷 망)과 call setup, release를 위한 프로토콜 변환, 미디어 변환 등의 기능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기 GK(120)는 상기

H.323화상전화(110)와는 H.225(call signaling) 또는 H.245(control signaling)를 이용하여 통신할 뿐만 아니라 H.323화

상전화 가입자DB를 제공한다.

IMSR(140)은 상기 화상전화 가입자 DB 역할 이외에, IM, PTT, 컬러링, 영상사서함 서비스등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DB 역할을 수행한다.

MSCg(160)는 MSC 게이트웨이로 상기 패킷 망과 서킷 망의 게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MSC이고, MSC(170) 와 MSC(170)

는 각각 홈 망에서의 교환기 및 방문 망에서의 교환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323MMC(210) 및 324MMC(220)는 영상 및 음성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영상사서함 DB(미도시)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한다.

(제1실시예)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단말)에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단말)로 화

상통화 시도 시 상기 착신단말의 전원이 꺼진 경우(Power Off) 제공되는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다.

도2a 내지 도2b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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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먼저, 발신단말(110)이 GK(120)로 발신요청 메시지(ARQ, Admission Request)를 전송하면, GK(120)는H.323화상전화

의 가입자 여부를 자신의 DB에서 검색한 후, H.323화상전화의 가입자가 아니면 IMSR(140)로 착신단말(170)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Cx_LIR(Location Information Request))를 전송한다(S201-S202).

IMSR(140)은 상기 GK(120)로부터의 요청메시지를 토대로 자신의 DB내에서 착신 가입자를 확인한 후(즉, 화상전화 서비

스 가입여부), 상기 서킷 망의 DHLR(150)로 가입자 정보요청 메시지(MAP_AnyTimeSubInterrogation)를 전송하면, 상

기 DHLR(150)은 IMSR(140)로 상기 가입자 정보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MAP_AnyTimeSubInterrogation_

Ack)를 전송하고, 상기 IMSR(140)은 GK(120)로 상기 착신단말(180)이 3G-324M화상전화 임을 알리는 Cx_LIA

(Location Information Ack)메시지를 전송한다(S203-S205). 이때, 상기 응답 메시지에는 상기 착신단말(180)의 화상전

화 종류정보(예컨대, H.323 화상전화, SIP 화상전화, 3G-324M 화상전화 등)를 전송한다.

이어, GK(120)는 IMG(130)로 착신단말(180)의 위치정보 요청메시지(LRQ, Location Request)를 전송하고, IMG(130)는

GK(120)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로 위치확인 메시지(LCF, Location Confirm)를 전송한다(S206-S207). 계속해서,

GK(120)는 상기 ARQ메시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ACF, Admission Confirm)메시지를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한다

(S208).

상술한 과정을 토대로 GK(120)는 착신단말(180)이 서킷 망 기반의 3G-324M 화상전화 임을 알게 된다.

2)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로 발신

이후, 상기 발신단말(110)은 GK(120)를 통해 IMG(130)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setup)를 전송하고(S209-S210), 상기

IMG(130)는 GK(120)를 통해 발신단말(110)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다(S211-S212). 이

와 동시에, 상기 IMG(130)는 서킷 망으로의 접속을 위해MSCg(160)로 사전 호 설정 요청메시지 (IAM(TMR,USI))를 전송

한다(S213).

상기 사전호 설정 메시지에 따라, MSCg(160)가 DHLR(150)로 착신단말(180)의 위치정보(MAP_SRI(UDI))를 요청하면,

상기 DHLR(150)은 MSC(170)로 상기 착신단말(180)의 라우팅 정보 제공 (MAP_PRN(UDI))을 요청한다(S214-S215).

3) 착신단말로부터 324영상사서함 서버(220)로 호 전환 수행 후, 323영상사서함 서버(210)로의 호 접속

상기 DHLR(150)의 착신단말(180)에 대한 라우팅 정보 요청메시지에 대하여, 상기 MSC(170)는 착신단말(170)의 전원이

꺼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상기 라우팅 요청메시지에 대하여 DHLR(150)로 착신단말(170)의 상태정보(MAP_PRN_Ack

(Absent Subscriber))를 전송한다(S216). 이때, DHLR(150)은 MSCg(160)로 상기 MSCg(160)의 요청메시지에 대한 응

답메시지로 미리 설정된 324MMC(220) 라우팅 번호를 전송한다(S217).

이에 따라, MSCg(160)는 응답메시지를 통해 발신단말(11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SC(170)를 통해

324MMC(220)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IAM(TMR,USI))를 전송한다(S218-S219). 이때, 상기 ISUP메시지의USI에

는 324MMC(220)로의 접속을 위한 라우팅 번호가 포함된다.

한편, 324MMC(220)는 MSC(170)로 세션해제 요청 메시지(REL)를 전송하면, 상기 MSC(170)는 상기 단계 218의 요청

메시지(IAM)를 확인했다는 응답메시지(ACM)와 함께 세션해제 요청 메시지(REL)를 MSCg(160)를 거쳐 IMG(130)로 전

송한다(S220-S222). 이때, 상기 REL메시지에는 323MMC(210)의 위치정보가 포함된다.

이어, IMG(130)는 GK(120)로 상기 세션해제 요청메시지에 대하여 세션해제가 완료되었음(RelCom(Release Complete))

을 알린다(S223). 이때, 상기 세션해제 완료메시지에는 323MMC(210)의 라우팅 번호가 포함된다.

이후, GK(120)는 상기 세션해제 완료메시지에 지정된 영상사서함 서버인 상기 323MMC(210)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

(Setup)를 전송한다(S224), 그러면, 323MMC(210)는 상기 GK(120)로 수락 요청 메시지인 ARQ(Admission Request) 메

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는 323MMC(210)로 상기 ARQ메시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로 ACF(Admission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한다(S225-226). 이때, 상기 ACF메시지에는 상기 GK(120)로의 호 시그널링 채널 전송주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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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23MMC(210)는 상기 호 시그널링 채널 전송주소로 상기 단계 224의 Setup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호 설정 진

행 요청 메시지(Call Proceeding)를 전송한 후, 자신의 호 시그널링 채널 전송주소를 Facility 메시지에 포함시켜 GK

(120)를 거쳐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하고, 「영상사서함으로 연결중 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가됩니다」와

같은 안내메시지를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한다(S227-S230).

4) H.245협상 및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

이어,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10)과의 호 접속을 위한 H.245협상을 시작한다(S231). 이때, 상기

323MMC(210)와 발신단말(110)은 주/종 결정(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양 화상전화 사이에 지원 가능한 코

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Terminal Capability Set, TCS)에 대한 협상을 수행한다.

상기 협상이 완료된 후,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상기 발신단말(110)로 호 접속 요청메시지(connect)를 전

송하면,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1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232-S224). 즉, 상기 발신단

말(110)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거나, 확인, E-mail등을 영상사서함 DB에 남길 수 있다.

5) 영상사서함 서버와의 호 접속 종료

이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상기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발신단말(110)로 호 해제

완료메시지(Release Complete)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는 상기 323MMC(210) 및 발신단말(110)로부터 호 종

료 메시지(Disengage Request, DRQ)를 각각 전송 받은 후, 상기 DRQ에 대한 확인 메시지(DCF, Disengage Confirm)를

발신단말(110) 및 상기 323MMC(210)로 전송함으로써, 호 접속이 해제된다(S225-S240).

(제2실시예)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단말)에서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단말)로 화

상통화 시도 시 상기 착신단말의 응답이 없는 경우(No Answer), 제공되는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다.

도3a 내지 도3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1) 패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먼저, 발신단말(110)이 GK(120)로 발신요청 메시지(ARQ, Admiss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면, GK(120)는H.323화

상전화의 가입자 여부를 자신의 DB에서 검색한 후, H.323화상전화의 가입자가 아니면 IMSR(140)로 착신단말(170)의 가

입자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Cx_LIR(Location Information Request))를 전송한다(S301-S302).

IMSR(140)은 상기 GK(120)로부터의 요청메시지를 토대로 자신의 DB내에서 착신 가입자를 확인한 후(즉, 화상전화 서비

스 가입여부), 상기 서킷 망의 DHLR(150)로 가입자 정보요청(MAP_AnyTimeSubInterrogation)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DHLR(150)은 IMSR(140)로 상기 가입자 정보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MAP_AnyTimeSubInterrogation_Ack)를

전송하고, 상기 IMSR(140)은 GK(120)로 상기 착신단말(180)이 3G-324M화상전화 임을 알리는 Cx_LIA(Location

Information Ack)메시지를 전송한다(S303-S305). 이때, 상기 응답 메시지에는 상기 착신단말(180)의 화상전화 종류정보

(예컨대, H.323 화상전화, SIP 화상전화, 3G-324M 화상전화 등)를 전송한다.

이어, GK(120)는 IMG(130)로 착신단말(180)의 위치정보(LRQ)를 요청하고, IMG(130)는 GK(120)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로 위치확인 메시지(LCF)를 전송한다(S306-S307). 그러면, GK(120)는 상기 ARQ메시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

(ACF)를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한다(S308).

상술한 과정을 토대로 GK(120)는 착신단말(180)이 서킷 망 기반의 3G-324M 화상전화 임을 알게 된다.

2)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가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로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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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신단말(110)은 GK(120)를 통해 IMG(130)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고(S309-S310), 상기 IMG

(130)는 GK(120)를 통해 발신단말(110)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다(S311-S312). 이와 동

시에, 상기 IMG(130)는 MSCg(160)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IAM(TMR,USI))를 전송한다(S313).

계속해서, MSCg(160)는 DHLR(150)로 착신단말(180)의 위치정보 (MAP_SRI(UDI))를 요청하고, 상기 DHLR(150)은

MSC(170)로 착신단말(180)의 라우팅 정보 제공을 요청(MAP_PRN(UDI))한다(S314-S315).

상기 DHLR(150)의 착신단말(180)에 대한 라우팅 정보 요청메시지에 대하여, 상기 MSC(170)는 DHLR(150)로 응답 메시

지(MAP_PRN_Ack(MSRN))를 전송한다(S316). 이때, MSRN은 착신단말(180)로의 라우팅 정보를 나타낸다. DHLR(150)

이 MSCg(160)로 상기MAP_SRI(UDI)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MAP_SRI(UDI, MSRN))를 전송한다(S317). 즉, 상기

화상 호에 대한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MSCg(160)는 MSC(170)로 화상 호를 전송하기 위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

지(IAM(TMR,USI))를 전송한다(S318).

상술한 과정을 통해 IMG(130)는 서킷 망에서의 착신단말(180)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착신단말(180)과 연동하는 MSC

(170)에 ISUP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어, MSC(170) 가 상기 착신단말(180)로 Setup메시지를 전송하면(S319), 상기 착신단말(180)은 MSC(170), MSCg

(160), IMG(130), GK(120)거쳐 발신단말(110)로 착신 응답 메시지를 전송, 즉 상기 setup메시지, ISUP메시지에 대한 응

답 메시지인 Alerting, ACM(Address Confirm) 메시지를 각각 전송한다(S320-S324).

3) 착신단말로부터 324영상사서함 서버(220)로 호 전환 수행 후, 323영상사서함 서버(210)로의 호 접속

한편, 상기 단계 319에서, MSC(170)로부터 착신단말(180)로의 Setup메시지에 대하여, 착신단말(180)의 응답이 없는 경

우(No Answer)에는, 상기 발신단말(11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MSC(170)는 324MMC(220)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IAM(TMR,USI))를 전송한다(S325). 이때, 상기 ISUP메시지의 USI에는 324MMC(220)로의 접

속을 위한 라우팅 번호가 포함된다.

이후, 324MMC(220)는 MSC(170)로 세션해제 요청 메시지(REL)를 전송하고, 상기 MSC(170)는 REL메시지를 MSCg

(160)를 거쳐 IMG(130)로 전송한다(S326-S328). 이때, 상기 REL메시지에는 323MMC(210)의 위치정보가 포함된다.

IMG(130)는 GK(120)로 상기 세션해제 요청메시지(REL)에 대하여 세션해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RelCom(Release

Complete)메시지를 전송한다(S329). 이때, 상기 세션해제 완료메시지에는 323MMC(210)의 라우팅 번호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GK(120)는 상기 세션해제 완료메시지에 지정된 영상사서함 서버인 상기 323MMC(210)로 호 설정을 요청메시

지(setup)를 전송한다(S330). 이어, 323MMC(210)는 상기 GK(120)로 수락 요청 메시지(ARQ)를 전송하면, 상기 GK

(120)는 323MMC(210)로 상기 ARQ메시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ACF)를 전송한다(S331-S332). 이때, 상기 ACF메시지

에는 상기 GK(120)로의 호 시그널링 채널 전송주소가 포함된다.

그러면, 323MMC(210)는 상기 호 시그널링 채널 전송주소로 호 설정 진행 요청 메시지(Call Proceeding)를 전송한 후,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상기 발신단말(110)로 호 접속 요청메시지(connect)를 전송하면, 자신의 호 시그

널링 채널 전송주소를 Facility 메시지에 포함시켜 GK(120)를 거쳐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하고, 「영상사서함으로 연

결중 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가됩니다」 와 같은 안내메시지를 상기 발신단말(110)로 전송한다(S333-S338).

4) H.245협상 및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

그리고,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10)과의 호 접속을 위한 H.245협상을 시작한다(S339). 이때, 상기

323MMC(210)와 발신단말(110)은 주/종 결정(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양 화상전화 사이에 지원 가능한 코

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Terminal Capability Set, TCS)에 대한 협상을 수행한다.

상기 협상이 완료된 후,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1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340). 즉, 상

기 발신단말(110)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거나, 확인, E-mail등을 영상사서함 DB에 남길 수 있다.

5)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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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상기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발신단말(110)로 호 해제

완료메시지(Release Complete)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는 상기 323MMC(210) 및 발신단말(110)로부터 호 종료 메시

지(Disengage Request, DRQ)를 각각 전송 받은 후, DCF(Disengage Confirm)를 발신단말(110) 및 상기 323MMC(210)

로 전송함으로써, 호 접속이 해제된다(S341-S346).

(제3실시예)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단말)에서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단말)로 화

상통화 시도 시 상기 착신단말의 전원이 꺼진 경우(Power Off), 착신단말이 무조건 영상사서함으로 호 전환 설정을 해둔

경우(MMC Unconditional, MMCU), 착신단말이 통화중인 경우 (Busy) 제공되는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다.

도4a 내지 도4b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서킷 망에서 패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1) 서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3G-324M화상전화(180)(이하, 발신단말)이 착신번호로 다이얼링하면, MSC(170)로 Call setup메시지가 전송된다

(S401). MSC(170)는 DHLR(150)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의 위치정보(MAP_SRI(UDI))를 요청한다(S402). 그

리고, DHLR(150)은 MSC(170)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이 서킷 망 기반의 단말이 아니라 H.323가입자임을 알

리는 MAP_SRI메시지를 전송한다(S403). 그러면, MSC(170)는 MSCg(160)를 거쳐 IMG(130)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

지 (IAM(TMR,USI))를 전송한다(S404).

상술한 과정을 통해 발신단말(180)과 연동된 MSC(170)는 착신단말(110)이 서킷 망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IMG

(130)로 상기 착신번호를 포함한 ISUP메시지를 전송한다.

2) 패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따라서, IMG(1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GK(120)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H.323화상전화(110)(이하, 착신단말)의

위치정보 요청메시지(LRQ)를 브로드 캐스팅하면, 상기 착신단말(110)과 연동하는 해당 GK(120)가 IMG(130)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LCF)를 전송한다(S405-S406). 이때, 상기 LCF에는 상기 착신단말(110)의 현재 상태정보가 포함된

다. 예컨대, 상기 상태정보로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Power off), 영상사서함 무조건 전환(MMCU) 상태 이거나, 통화중

(Busy)인 경우가 포함된다.

3)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

이후, IMG(130)가 GK(120)로 323MMC(210)과의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고, 상기 GK(120) 역시 323MMC

(210)로 setup메시지를 전송한다(S407-S408) 따라서, 323MMC(210)는 GK(120)로 수락 요청 메시지(ARQ)를 전송하

고, GK(120)는 상기 323MMC(210)로 호 설정 응답 메시지(ACF)를 전송한다(S409-S410).

그리고, 상기 323MMC(210)는GK(120)를 통해 IMG(130)로 상기 단계409의 Setup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호 설정 진행

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 후, IMG(130)로 호 설정 요청 메시지(Connect)를 전송한다(S411-S412).

그러면, 상기 IMG(130)는 상기 단계 404의 ISUP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메시지(ACM)를 MSC(170)로 전송하고, 상

기 MSC(170)는 상기 단계401의 Call Setup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Alerting메시지를 발신단말(180)로 전송한다(S413-

S414). 이어, 단계 412의 323MMC(210)로부터 호 설정요청 메시지(Connect)를 토대로 상기 IMG(130)는 MSC(170)로

확인 메시지(ANM)를 전송하면, 상기 MSC(170)는 상기 발신단말(180)과 호 접속(Connect)한다(S415-S416).

4) H.245협상 및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

그러면, IMG(130)는 발신단말(180)과 H.245협상을 수행한다(S417). 즉, 상기 발신단말(180)과 IMG(130) 는 주/종 결정

(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양 화상전화 사이에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Terminal Capability

Set, TCS), 논리채널개방(Open Logical Channel, OLC), 다중화 테이블 시그널링(Multiplex Table Signaling, MES)과

같이 호 접속을 위한 정보들을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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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IMG(130)는 323MMC(210)와도 H.245협상을 수행한다(S418). 이때는, 주/종 결정(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TCS(Terminal Capability Set) 논리채널개방(Open Logical Channel, OLC), 호 접속을 위한 정

보들을 협상한다.

이어, 323MMC(210)는 「영상사서함으로 연결 중 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가됩니다」와 같은 안내메시지를 상

기 발신단말(180)로 전송한다(S419).

상기 안내 메시지 전송 후,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8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420). 즉,

상기 발신단말(180)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거나, 확인, E-mail등을 영상사서함 DB에 남길 수 있다.

5) 영상사서함 서버와 호 접속 종료

이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상기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IMG(130)로 호 해제 완료

메시지(Release Complete)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로 호 종료 메시지(Disengage Request, DRQ)를 전송한 후,

DCF(Disengage Confirm)를 상기 323MMC(210)로 전송 받는다(S421-S424). 그리고, 상기 IMG(130)는 상기 MSC

(170)로 세션해제 요청 메시지(REL)를 전송하면, 상기 MSC(170)는 IMG(130)로 해제완료 메시지(RLC)를 전송한다

(S425-S426). 그리고, MSC(170)가 발신단말(180)로 세션 해제 메시지(Release)를 전송함으로써, 호 접속이 해제된다

(S427).

(제4실시예)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서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발신단말)에서 패킷 망 기반의 화상전화(이하, 착신단말)로 화

상통화 시도 시, 상기 착신단말의 응답이 없는 경우(No Answer), 제공되는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다.

도5a 내지 도5b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서킷 망에서 패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1) 서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3G-324M화상전화(180)(이하, 발신단말)이 착신번호로 다이얼링하면, MSC(170)로 Call setup메시지가 전송된다

(S501). MSC(170)는 DHLR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의 위치정보를 요청(MAP_SRI(UDI))한다(S502). 그리고,

DHLR(150)은 MSC(170)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이 서킷 망 기반의 단말이 아니라 H.323가입자임을 알리는

MAP_SRI메시지를 전송한다(S503). 그러면, MSC(170)는 MSCg(160)를 거쳐 IMG(130)로 사전 호 설정 요청 메시지

(IAM(TMR,USI))를 전송한다(S504).

상술한 과정을 통해 발신단말(180)과 연동된 MSC(170)는 착신단말(110)이 서킷 망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IMG

(130)로 상기 착신번호를 포함한 ISUP메시지를 전송한다.

2) 패킷 망 내 착신단말 조회

따라서, IMG(1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GK(120)로 상기 착신번호에 해당하는 H.323화상전화(110)(이하, 착신단말)의

위치정보 요청메시지(LRQ)를 브로드 캐스팅하면, 상기 착신단말(110)과 연동하는 해당GK(120)가 IMG(130)로 상기

LRQ의 응답 메시지(LCF)를 전송한다(S505-S506).

이후, IMG(130)가 GK(120)로 착신단말(110)과의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면, GK(120)는 착신단말(110)로

TCP 연결을 위한 동기를 맞출 목적으로TCP Sync control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단말(110)은 GK(120)로 TCP연결을

설정하는 TCP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전송하면, GK(120)가 착신단말(110)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한

다(S507-S510).

이어, 착신단말(110)은 GK(120)로 수락 요청 메시지(ARQ)를 전송하면, GK(120)는 착신단말(110)로 호 설정 응답 메시

지(ACF)를 전송한다(S511-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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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착신단말(110)은GK(120)를 통해 IMG(130)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 후, GK(120),

IMG(130)를 통해 상기 Setup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Alerting)를 전송하고, IMG(130)는 MSCg(160), MSCo(190)를

거쳐 발신단말(180)로 상기 ISUP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ACM, Alert)를 전송한다(S513-S517).

3) 영상사서함 서버로의 호 접속

여기서, 상기 GK(120)는 상기 착신단말(110)이 응답이 없음을 알고(No Answer), 상기 착신단말(110)로 호 해제 완료메

시지(Release Complete)를 전송한 후,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323MMC(210)로 호 전환을 수행한다(S518).

즉, GK(120)가 323MMC(210)로 호 설정 요청메시지(setup)를 전송하면, 상기 323MMC(210)는 GK(120)로 수락 요청

메시지(ARQ)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는 323MMC(210)로 호 설정 응답 메시지(ACF)를 전송한다(S519-S520).

그리고, 323MMC(210)는 GK(120)로 호 설정 진행요청(Call Proceeding)메시지를 전송한 후, GK(120)로 호 접속을 위한

connect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는 IMG(130)로 호 접속을 위한 connect메시지를 전송한다(S521-S523). 이어,

IMG(130)는 MSC(170)로 확인 메시지(ANM)를 전송하면, 상기 MSC(170)는 발신단말(170)과 호 접속(Connect)한다

(S524-S525).

4) H.245협상 및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

이어, 323MMC(210)는 IMG(130)로 Facility메시지를 전송하면, IMG(130)는 발신단말(180)과 H.245협상을 수행한다

(S526-S528). 즉, 상기 발신단말(180)과 IMG(130) 는 주/종 결정(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TCS(Terminal

Capability Set), 논리채널개방(Open Logical Channel, OLC), 다중화 테이블 시그널링(Multiplex Table Signaling,

MES)과 같이 호 접속을 위한 정보들을 협상한다.

또한, 상기 IMG(130)는 323MMC(210)와도 H.245협상을 수행한다. 이때는, 주/종 결정(Master/Slave Determination,

MSD), 양 화상전화 사이에 지원 가능한 코덱 및 미디어 능력 결정(Terminal Capability Set, TCS), 논리채널개방(Open

Logical Channel, OLC), 호 접속을 위한 정보들을 협상한다.

이어, 323MMC(210)는 「영상사서함으로 연결 중 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가됩니다」와 같은 안내메시지를 상

기 발신단말(180)로 전송한다(S529).

상기 안내 메시지 전송 후, 상기 323MMC(210)는 상기 발신단말(180)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530). 즉,

상기 발신단말(180)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거나, 확인, E-mail등을 영상사서함 DB에 남길 수 있다.

5) 영상사서함 서버와 호 접속 종료

이후, 상기 영상사서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상기 323MMC(210)는 상기 GK(120)를 거쳐 IMG(130)로 호 해제 완료

메시지(Release Complete)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GK(120)로 호 종료 메시지(Disengage Request, DRQ)를 전송한 후,

DCF(Disengage Confirm)를 상기 323MMC(210)로 전송 받는다(S531-S534). 그리고, 상기 IMG(130)는 상기 MSC

(170)로 세션해제 요청 메시지(REL)를 전송하면, 상기 MSC(170)는 IMG(130)로 해제완료 메시지(RLC)를 전송한다

(S535-S536). 그리고, MSC(170)가 발신단말(180)로 세션 해제 메시지(Release)를 전송함으로써, 호 접속이 해제된다

(S537).

지금까지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패킷망 기반의 H.323화상전화와 서킷망 기반의 3G-324M화상전화를 포함하는

이기종 망 간에 영상사서함 서비스를 각 화상전화에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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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기종 망에서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2a 내지 도2b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3a 내지 도3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4a 내지 도4b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5a 내지 도5b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패킷 망에서 서킷 망으로의 화상전화 시도 후의 영상사서함 서비스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10: H.323화상전화

120: GK(Gate Keeper)

130: IMG(Interworking Medium Gateway)

140: IMSR(IP Multimedia Subscriber Register)

150: DHLR(Dual-stack Home Location Register)

160: MSCg(MSC gateway)

170, 190: MSC

180: 3G-324M화상전화

210: 323MMC(Multimedia Messaging Center based PS)

220:324MMC(Multimedia Messaging Center based CS)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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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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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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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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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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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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