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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기업들 간의 화비를 이고 각종 VoIP 부가 서비스를 해 VoIP 시스템의 도입이 시작 되

었다. 이에 VoIP 화기들 간의 각 기능을 최 한 활용하기 해 재 VoIP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H.323 게이트웨이(Gateway)간의 H.323 로토콜의 구 차이로 인한 문제 이 발생되기 시작되었

다. 본 논문은 VoIP Gateway상에 H.323 로토콜 통신을 하면서 로토콜 연결 상 구 의 차이로 인

해 VoIP 서비스에 비정상 인 작동으로 호가 종료가 되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  화기의 부

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H.323 로토콜의 작동을 분석하고 이기종간의 

H.323 로토콜 신호가 호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해 H.323 로토콜상의 H.245 시그 링

(signaling)을  Media gateway 서버를 이용해 구 한 RFC 2833 DTMF-compliant 로토콜을 사용하

여 H.323 로토콜 처리함으로써 이기종간의 Call transfer, Hold 그리고 Conferenct 기능에 한 호환

성이 개선됨을 보여 다. 

1.  서론 

   VoIP 기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음성을 패킷 형

태로 송함으로써 기존의 PSTN 기반의 음성 화 

외에  PC-to-PC, PC-to-Phone 등의 통화를 가능하

게 하는 인터넷 화 기술이다. 이 VoIP 기술은 인

터넷 망을 사용하여 음성  상을 송수신함으로써 

렴한 비용으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과 기존의 화망에 비해 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VoIP 기반의 인터넷을 이용한 화 서비

스가 속히 발  하 고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차 증가 하게 되었다. 재 VoIP 시장의 메이  

로토콜로서는 ITU의 H.323. IETF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al) 와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시스코의 SCCP(Skinny Client 

Control 로토콜) 등이 있지만  세계 으로 게이

트웨이의 90%이상이 H.323 로토콜을 사용할 정도

로 H.323 로토콜은 높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 VoIP시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323 로토콜을 이용한 Gateway 장비 간에 H.323 

구 의 차이 으로 인해 각 이기종간 VoIP 화기 

사이에서의 호환성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1]. 본 논문은 재 기업들 간에 VoIP 화기 도입

이 증가 되고 있는 이 시 에서 기업들 간의 VoIP 

화기들의 부가 서비스( 2Line Service, Hold, 

Conference)등과 이 기종간의 H.323 로토콜의 구

의 차이로 인해 사용의 문제 이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법으로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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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의 H.323 로토콜 구 의 차이로 인한 부가 서

비스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과 비이상 인 호 

종료를 분석하고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해 이 

기종간의 H.323 로토콜 구  방식 차이를 

software 인 RFC 2833 DTMF-compliant 규약을 이

용해 부가 서비스  비이상 의 호 종료와 같은 문

제 을 해결 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H.323 로

토콜의 동작원리와 재 일반 으로 사용하는 VoIP 

시스템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이 기종간의 

H.323 Gateway에서의 H.323 구 의 차이로 인한 

상에 해 알아보고 H.323 Gateway 상에서 Media 

gateway 서버를 이용해 구 한 RFC 2833 

DTMF-compliant 로토콜을  사용해 H.323 로토

콜 처리 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제안 한다. 4장

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Media gateway 서버를 이용

해 구 한 RFC 2833 DTMF-compliant 로토콜을  

사용 유무에 의한 호환성 향을 알아보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VoIP 기술

  H.323은 인터넷을 포함한 패킷 기반 망에서 오디

오, 비디오, 데이터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시스

템 표 이다. 재 VoIP 제품의 90% 이상이 H.323

에 따라 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H.323이 기존 망

의 하부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LAN과 PSTN, N-ISDN, 

B-ISDN 등 다른 망과의 상호운용성에 한 표 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H.323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코덱 표 , 상호운용성, 망 독립성, 랫폼  애

리 이션 독립성, 다  서비스, 역폭 리, 멀티

캐스트, 유연성, 다른 망과의 회의서비스 등을 지원

하는 장 을 가진다.[2]

 

2.1.  H.323 로토콜

  H.323 로토콜은 터미 , 게이트웨이, 게이트키

퍼, 그리고 MCU(Multipoint Control Unit)으로 구성

되고, 각 구성요소들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통신

제어, 그리고 호 제어로 분류되는 정보 스트림의 

송을 통해서 통신한다. 

 H.323 터미 은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클

라이언트로서, 시스템 제어장치와 H.225 계층,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오디오 코덱 장치는 필수

으로 제공해야 하고, 화상  데이터통신 기능등

은 선택 으로 사용한다.[2]

  게이트웨이는 LAN과 SCN(Switched Circuit 

Network) 사이에 치하여, 두 네트워크간의 호 설

정과 해제를 담당하는 호 시그 링 (H.225 - Q.931, 

Q.2931), 송 형식(H.225 - H.221), 통신 차 

(H.245 -H.242) 사이의 차이 을 보상해 다.

 게이트키퍼는 선택사양으로서, 게이트키퍼가 존재 

할 경우 주소변환과 수락제어, 터미 의 등록과 인

증, 역폭 제어, 지역 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선택 으로 호 제어와 호 인증, 역폭 리, 호 

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MCU는 다  회의를 지원하는 단말로, 하나의 

MC (Multipoint Controller)와 하나 이상의 MP 

(Multipoint Process)로 구성되어야 한다. 집 형 다

 회의를 지원하는 MCU는 하나의 MC와 오디

오, 비디오, 데이터 MP로 구성된다.[3] 

2.2 H.323 동향

  H.323은 1996년 6월에 IP 기반 “ 역폭 비보장 

LAN에서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신”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버 이 발표된 후, 1999년 1월 “패킷 기반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으로 제목을 바꾸고 버  2

가 권고되었다. 버  2는 H.245를 통한 새로운 오디

오 능력의 추가, 채  로토콜 V.Chat의 교환허용, 

호 화(.H.450.3)등의 부가 서비스 추가와 H.235 표

에 보안사항 규정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

다. 버  3에서는 부가서비스 차가지원, 게이트키퍼 

간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H.323의 부기

(Annex)  몇 가지를 추가하 다. 버  4에서는 신호 

로토콜 터 링 방식 등을 추가하 으며, 게이트웨

이를 MGC(Media Gateway Controller), MG(Media 

Gateway)등을 기능 으로 구분하고 H.248을 용하

도록 하 다. H.323 버 4에는 H.323 단말을 사용한 

호 신청부가서비스, 호 유 부가서비스  공통 정

보 부가서비스에 한 표 이 작성되었고, H.323 부

기 H(사용자 서비스, 단말 이동성)이 추가 되었

다.[4]

3. 이 기종간 Gateway간의 H.323 구  호환성 문제

3.1 H.323 기본 호(Call setup) 처리

 Gatekeeper 없이 Gateway 사이에서 직  호 설정

이 이루어 질 경우. 

1. 발신측 Gateway가 착신측 Gateway와 H.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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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TCP 1720포트)을 연다. Gateway는 내부

으로 착신 Gateway의 IP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착신 Terminal의 IP address를 가지고 있

어야한다.

2. H.323 terminal간에 call 시그 링 channel이 

생성된다.

3. H.245 control channel이 생성된다. H.245 

control 기능을 통해서 capabilities exchange를 

하고 논리 channel을 연다.

4. 논리 channel 이 RTP session 을 연다.

5. RTP session을 통해서 multimedia 데이터를 

송한다. [5]

3.2 H.323 호환성의 문제  

 재까지 동일 기종의 H.323 Gateway를 기업들이 

사용함으로 인해 H.323 로토콜의 구 의 문제로 

인한 비정상 인 호의 종료나 부가 서비스의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 이기종간의 

H.323 구 의 호환성의 차이로 인해 <그림 2,3>과 

같은 Hold나 Conference와 같은 VoIP 화기의 부

가 기능 사용시 호가 끊기는 문제 이 발견 되었다. 

부가 서비스 사용시의 H.323 로토콜을 분석한 

<그림 2> 는 VoIP 폰을 사용하여 Hold service를 

이용하 을 경우 비정상 으로 호가 종료 되는 

상을 보여 다. (1) Q931 Call setup Send ( 국

VOIP setup) 66458 -> 69549 (2) 931 Alerting 

Receive, H245 signaling start (3) CM -> IP 

Phone RTP start send. (RTP remote 3.35.61.154, 

codec G729, No VAD) (4) Q931 Call Connect 

Receive (5) Hold 버튼을 을때 IP-PBX 시스템

에서는 정상 인 H.323 로토콜 신호로 받아 들이

지 않아 일방 으로 호연결 종료.

<그림 2>  H.323 로토콜 구  오류로인한 비 정

상 인 호 종료 

3.3 H.323 로토콜구 의 호환성 증 방안

 각 이기종간의 H.323 로토콜의 호환성을 증 시

키기 하여 미디어 게이트웨이 서버를 게이트웨이 

후단에 설치하고 이 서버에서 DTMF 신호로 달

되어지는 Out of band와 In band 시그 을 받아 이

를 기 으로 부가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게이트웨이

로 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Call transfer, Call 

waiting, 그리고 Conference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VoIP 화기에 부가 서비스 버

튼과 같은 특정 버튼을 르는데 이에 발생되는 시

그 을 DTMF 이벤트로 달을 한다. 아래의 <테

이블1> 은 DTMF hook-flash 이벤트와 같이   

달을 한 정보 메시지다.

 <테이블 1 DTMF named events>

이와 같은 이벤트로 달된 신호는 미디어 게이트웨

이 서버로 달되어 부가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정

확히 알려주어서 갑작스러운 호의 종료나 이상 작동

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여 타 기종에서의 호환성 문

제를 증  시켜 다.[6][7]

4. 성능실험  평가

 본 장에서는 성능 실험을 해 두 의 각각 다른

기종(Avaya System 과 Cisco System)의 H.323 

Gateway를 이용하여 연결한 VoIP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Gateway간의 VoIP  화기들이 통화를 함으

로써 재 기업들 간의 사용하고 있는 VoIP 시스템

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1 구성 환경  실험 결과

 다음의 <그림 3>는 재 구축되어 있는 VoIP 

화 시스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국과 한국에 설

치되어 있는 다른 기종(Avaya System과 Cisco 

System)의 H.323 Gateway를 사용 하여 VoIP 시스

템을 구 하고 Gateway 이후 단의 Media gateway 

서버에서 DTMF-compliant 로토콜을 사용하여 

H.323 로토콜 처리에 해 분석해 보았다. <그림 

4, 5>보면 서로 다른 기종간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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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도 불구하고 Q.931 로토콜 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달되는 것을 불수 있다. 이것으로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Out of band와 In Band DTMF시그

들을 받아들여 정확히 부가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알

려주어 서로 다른 기종간의 Call Hold, Call 

Transfer, 그리고 Conference 기능이 원활히 작동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테스트 환경

< 그림 4> RFC 2833 DTMF-compliant 표 을 

이용하여 정상 인 H.323 gateway 작동

<그림 5> RFC 2833 DTMF-compliant 표 을 이용한 

정상 인 H.245 시그 링. 

5. 결론 

 본 연구는 Media gateway 서버를 이용해 구 한 

RFC 2833 DTMF-compliant 로토콜을  사용해 

H.323 로토콜 처리하여 이기종간의 호환성을 개선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각 IP-PBX 시

스템과 별개의 Media gateway server를 사용하여 

표 화된 DTMF 시그 을 사용하여 H.323 로토

콜의 처리사의 오작동을 막아 호환성을 높 다는 것

에 을 맞췄다. 하지만 재 국내에서 부가서비

스가 발생 했을 때에 한 시그 인 처리 로토콜

의 표 이 확정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Call 

Hold, Call Transfer 그리고 Conference 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사용에 부가 인 장비를 사용해야만 호환 

되는 송방식과 형식에 해서 표 화가 시 히 이

루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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