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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웹폰의 호전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둘 이상의 망들과 접속되며, 상기 망들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통신 포트를 가지는 웹폰에 선택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호가 착신되면 호

착신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 상기 검사결과 호 착신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발호 측

으로 안내하고 발호 측으로부터 호를 전환할 포트를 수신하고,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된 경로가 통화 중인 경로의 포

트인가를 검사하여 통화 중이 아닌 경우 호의 전환을 수행하며, 자동 착신호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호 착신 전환

모드 시에 호가 착신되면 미리 설정된 착신 전환을 수행할 포트가 통화 중인 경로의 포트인가를 검사하여 통화 중이 

아닌 경우 미리 설정된 번호로 호의 전환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3b

색인어

웹폰, 착신호 전환, 포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웹폰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웹폰의 블록 구성도,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착신호 전환 실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의 호처리제어부 동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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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신호 전환 과정에 따른 호처리제어부 동작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폰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착신호 전환(Call Forwarding)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웹(Web)에서는 전자우편이나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교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상대방과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웹폰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웹폰은 전화선로나 ISDN(I

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과 같은 전화 인터페이스 또는 

랜(LAN:Local Area Network)과 같은 패킷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화 통신도 가능한 단말이다. 이러한 인터넷폰과 웹폰은 인터넷망의 표준 프로토콜인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함께 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망을 통한 전화 통신은 시내통화료 만으로 국제 전화등 장거리 전화 통신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웹폰의 상용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웹폰 시스템에서는 착신호 전환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다. 착신호 전환서비스란 걸려오는 호(incoming calls)를 다른 번호에 접속시켜 주는 서비스로

서 일반적으로 착신호 전화 서비스로는 통화중 착신호 전환(CFB : call forwarding busy), 무응답 착신호 전환(CFN

R : call forwarding no reply), 무조건 착신호 전환(CFU : call forwarding unconditional)등 세 가지의 부가서비스

가 제공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웹폰 시스템에서 걸려온 호를 다른 번호로 전환하기 위한 착신호 전환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웹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착신호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통신이 가능한 망들과 접속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통신 포트를 가지는 웹 폰

에 호가 착신되면 호 착신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호 착신 전환 모드가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발호 측으로 안내하고 발호 측으로부터 호를 전환할 포트를 수신하는 과정과,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된 경로가 통화 중인 경로의 포트인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통화중인 경로의 포트인 경우 오류 메

시지를 출력하고 통화 중이 아닌 경우 호의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도 1을 참조하여 웹폰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웹폰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 웹폰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망(1), LAN(3), PSTN/ISDN(5), 이동통신망(7)과 각 망에 연결되

는 단말들인 웹폰(100), 인터넷폰 또는 웹폰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200), 전화기(300), 이동 통신 단말(400)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넷망(1)은 망의 망(network of networks) 형태로 이루어진 망의 집합체로서 전자 우편(e-mail), 원격 

컴퓨터 연결(telnet), 파일 전송(FTP), 인터넷 정보 검색(Gopher), 인터넷 대화와 토론(IRC), 전자 게시판(BBS), 하이

퍼텍스트 정보 열람(WWW : World Wide Web), 동화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 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AN

(3)은 제한된 지역내에 밀집해 있는 소 규모 빌딩들을 연결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소단위 고도정보통신망이다. PSTN/ISDN(5)은 전자 교환기로 사용자들을 연결해 전화와 같은 음성 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신망인 PSTN과; 전화망, 전신망, 데이터통신망, 화상망, 이동 통신망 등을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종합통신망을 디지털 통합망화하는 ISDN으로 구성된다. 이동 통신망(7)은 이동체와 이동체 외부와의 통신을 수행하

는 망이다. 웹폰(100)은 인터넷에 용이하게 접속하여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화 통신도 가능한 단말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LAN(3)과 PSTN/ISDN(5)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포트를 구비

하고 있다. 웹폰(100)은 LAN(3)과 PSTN/ISDN(5)을 통해 인터넷망(1)에 연결되어 인터넷폰 또는 웹폰 기능이 탑재

된 컴퓨터(200), 전화기(300), 이동 통신 단말(400)등과 전화 통신을 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웹폰 시스템에서 웹폰(100)에 착신된 호를 전환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폰 또는 웹폰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200)의 사용자가 웹폰(100)으로 전화를 하여 웹폰(100)을 통해 전화기(300) 또

는 이동 통신 단말(400)과 전화 연결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착신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웹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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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구성을 도 2에 도시하였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웹폰(200)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되었듯이 착신호 전환을 위해 웹폰(200)은 호처리제어부(10), 전환조건설정부(20), 사용자인터페이스부(

30), 응답부(40), 장치구동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호처리제어부(10)는 착신호 전환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동작

과정을 제어하며, 착신호 전환 과정에 따라 전환조건설정부(20), 사용자인터페이스부(30), 응답부(40), 장치구동부(5

0)를 제어한다. 사용자인터페이스부(30)는 마이크로폰, 스피커, 키입력부, 표시부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키입력부, 

마이크로폰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입력을 받고, 호처리제어부(10)의 제어하에 스피커, 표시부로 소정의 출력을

제공한다. 특히, 표시부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신호 전환 과정에 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전환조건설

정부(30)는 호처리제어부(10)의 제어하에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착신호가 전환되는 조건을 설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착신호 전환 조건은 착신호 전환 서비스의 시작/종료 시점, 착신호 전환 모드 종류 

등이 있다. 착신호 전환 서비스의 시작/종료 시점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등을 등록하여 설

정할 수있고, 특정키의 입력을 통해 수시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호가 착신되어 발생하는 링신호의 횟수를 카운

트하여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착신호 전환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착신과 동시에 착신호 전환 서

비스가 실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착신호 전환 모드의 종류는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와 선택 착신호전환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 착신호 전환 서비스는 웹폰(100)에 착신되는 호가 전환될 통화경로, 단말의 번호등을 미리 설정

하여 착신되는 모든 호가 정해진 단말로 전환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선택 착신호 전환 서비스는 웹폰(100)으로 전

화를 한 외부 사용자가 원하는 통화경로와 호를 전환할 단말의 번호등을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된 통화경

로와 단말의 번호에 따라 호가 전환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발명에서 통화경로란 웹폰(100)에 구비된 통신 포트

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 에서는 PSTN 포트, ISDN 포트, LAN 포트가 웹폰(100)에 구비된다. 응답부(40)는 호처리제

어부(10)의 제어하에 착신호 전환 과정에 따른 안내 메시지를 발생한다. 장치구동부(50)는 호처리제어부(10)의 제어

하에 웹폰(100)에 구비된 각종 장치를 구동한다.

상기와 같은 웹폰(100)에 호가 착신되면 상기 호처리제어부(10)는 웹폰(100)에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인지 선택 착신호 전환 모드인지를 확인한다.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인 경우에는 착

신되는 모든 호를 미리 설정된 통화 경로를 통해 미리 설정된 단말로 연결을 시도한다. 선택 착신호 전환 모드인 경우

에는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외부 사용자로부터 통화 경로와 단말의 번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통화 경로를 통해 수신된

단말의 번호로 다이얼링하여 연결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착신호 전환 과정이 도 3a와 도3b를 참조되어 설명된다.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착신호 전환 실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의 호처리제어부(10) 동작 흐름도이고, 도 3b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신호 전환 과정에 따른 호처리제어부(10) 동작 흐름도이다. 도 3a에 도시된 과정을 통

해 웹폰(100)에 설정된 착신호 전환 조건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도 3b에 도시된 과정으로 착신호를 전환한다.

도 3a와 도3b를 참조하여, 웹폰(100)의 호처리제어부(10)는 호가 착신되면 101단계에서 착신호 전환 모드인지 판단

하여 착신호 전환 모드인경우에는 103단계로 진행하고, 착신호 전환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150단계로 진행한다. 10

5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착신된 호에 대해 일반 착신 처리한다. 103단계에서 호처리제 어부(10)는 링신호 발

생 횟수 카운트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링신호 발생 횟수 카운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105단계로 진행하고 링

신호 발생 횟수 카운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109단계로 진행한다. 105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링신호를 발

생하고 발생횟수를 카운트하여 107단계로 진행한다. 107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미리 설정된 횟수만큼 링신호

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여 미리 설정된 횟수만큼 링신호가 발생되었으면 111단계로 진행하고 미리 설정된 횟수만큼 

링신호가 방생되지 않으면 상기 105단계로 진행하여 링신호를 발생하고 미리 설정된 횟수만큼 발생할 때까지 계속 

카운트한다.

한편, 109단계에서는 상기 10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 링신호 발생 횟수 카운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링

신호를 발생하고 111단계로 진행한다. 111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현재 시각이 미리 등록해놓은 착신호 전환 

실시 요일 및 시간인지를 판단하여 착신호 전환 실시 요일 및 시간인 경우에는 113 단계로 진행하고 착신호 전환 실

시 요일 및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150단계로 진행한다. 113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있는지 판단하여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115단계로 진행하고 자동 착신호 전환 모

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선택 착신호 전환모드가 설정된 경우에는 117단계로 진행한다. 117단계에서 호처

리제어부(10)는 경로 선택에 관한 안내음성을 웹폰(100)으로 전화를 한 외부 사용자의 단말로 발신하고 119단계로 

진행한다. 경로 선택에 관한 안내 음성을 청취한 외부 사용자는 원하는 경로를 상기 안내 음성에 따라 선택한다. 119

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선택된 경로를 수신하고 121단계로 진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경로란 웹폰(100)

에 구비된 접속포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PSTN 포트, ISDN 포트, LAN 포트가 있다. 상기 119단계에서 수신되는 선택

된 경로란 상기 세가지 포트중 외부 사용자가 선택한 포트가 되다. 121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외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경로가 현재 통화중인 경로와 동일한지 판단한다. 판단결과 현재 통화중인 경로와 동일한 경우에는 123

단계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PSTN포트를 통해 웹폰(100)과 전화 통화 중인 임의의 단말이 PSTN 포트를 통해 타 단

말로 호전환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웹폰(100)은 PSTN 포트, ISDN 포트, LAN 포트를 각각 한 

개씩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화가 설정된 포트를 통해서 다른 단말과 호연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123단계에

서 호처리제어부(10)는 입력 오류 음성을 상기 외부 사용자의 단말로 발신하고 125단계로 진행한다. 125단계에서 호

처리제어부(10)는 재시도에 관한 안내음성을 상기 회부 사용자의 단말로 발신하고 127단계로 진행한다. 127단계에

서 호처리제어부(10)는 외부 사용자로부터 경로선택에 대한 재시도가 있는지 판단하여 재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119단계로 진행하고, 재시도가 없는 경우에는 129단계로 진행한다. 129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통화를 종료

한다.

한편, 상기 121단계에서 판단결과 외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경로가 현재 통화중인 경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131단계로 진행한다. 131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선택된 경로가 IP경로인지 판단하여 IP경로인 경우에는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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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진행하고, IP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135단계로 진행한다. 133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외부 사용자로부

터 호연결을 시도할 단말의 IP를 수신하고 137 단계로 진행한다. 135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외부 사용자로부

터 호연결을 시도할 단말의 전화번호를 수신하고 137단계로 진행한다. 137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상기 133

단계 또는 상기 135단계에서 수신한 IP 또는 전화번호로 다이얼링하고 139단계로 진행한다. 139단계에서 호처리제

어부(10)는 호 연결이 성공하였는지 판단하여 호연결이 성공한 경우에는 착신호 전환 과정을 종료한다. 호 연결이 실

패한 경우에는 14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외부 사용자의 단말로 연결 실패 안내 음성을 발신하고 상기 125단계로 진

행하여 재시도 여부를 확인하여 재시도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거나 통화를 종료한다.

한편, 호처리제어부(10)는 상기 113단계에서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 115단계로 진행

한다. 115단계에서 호처리제어부(10)는 현재 통화중인 경로와 웹폰(100)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경로가 동일한

지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123단계로 진행하여 외부 사용자로부터 재시도를 유도하여 상기 125단계, 상기1

27단계에 따라 동작 제어를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경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137단계

로 진행하여 미리 설정된 임의의 단말의 IP 또는 전화번호로 다이얼링하고 이후의 동작을 진행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착신호 전환 과정에 따른 표시부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디스플레이되는 

내용을 표에 개시하였다. 표의 LCD상태 번호는 도 3b에 도시된 LCD상태 번호와 동일하다.

[표 1]

LLCD상태번호 웹폰(100)의 상태 디스플레이할 내용

1 착신호 전환을 요구하는 호 수신 착신호 전환을 요구하는 호가 수신되었음을 디스플레이

2
착신호 전환을 위해 선택된 경로 수신 

대기

착신호 전환을 위해 선택된 경로 수신 대기중임을 디스플

레이

3 착신호 전환을 위해 선택된 경로 수신 수신된 착신호 전환을 위한 경로 종류 디스플레이

4
착신호 전환을 위해 선택된 경로가 현재

통화중이 경로와 동일
선택된 경로 값이 오류임을 디스플레이

5
착신호 전환을 위한 IP 또는 전화번호 

수신중
수신되는 IP 또는 전화번호 디스플레이

6 IP 또는 전화번호 다이얼링 IP 또는 전화번호 다이얼링중임을 디스플레이

7 착신호가 전환된 상태
수신된 IP 또는 전화번호, 다이얼링한 IP 또는 전화번호, 

호가 전환된 상태임을 디스플레이

8 다이얼링 실패 다이얼링이 실패했음을 디스플레이

9 재시도 여부 대기 상태 재시도 여부 대기 상태임을 디스플레이

10 통화 종료 통화 종료 상태임을 디스플레이

표에 개시된 바와 같이 착신호 전환과정에 따른 웹폰(100)의 상태를 디스플레이하여 웹폰(100)의 상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웹폰에 있어서 착신된 호를 전환함으로써 웹폰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바와 같이 본 발명은 웹폰에서 착신된 호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이 가능한 망들과 접속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통신 포트를 가지는 웹 폰에서 착신호 전환 방법에 있어서,

호가 착신되면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링 신호 발생 횟수 카운터 설정에 따라 상기 링 신호 발생 횟

수 만큼 링을 발생시키는 과정과,

상기 링 신호 발생후 상기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됨을 발호 측으로 안내하고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상기 호를 전환

할 포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된 포트가 통화 중인 경로의 포트인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상기 수신된 포트가 통화중이 아닌 경우 상기 호의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착신호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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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의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이,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된 포트가 아이피 포트인가를 검사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의 검사결과 아이피 포트인 경우 상기 아이피 포트로 호 전환을 시도할 주소를 수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1단계의 검사결과 아이피 포트가 아닌 경우 호 전환을 시도할 전화번 호를 수신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2단계 또는 제3단계의 수신이 완료되면 해당 망으로 상기 호를 상기 수신된 번호로 다이얼링을 수행하는 제4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호의 전환 수행 후 전환을 수행한 상기 호가 연결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호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연결 실패에 따른 안내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

호 전환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실패 안내 메시지를 송출 한 후 착신 전환의 재 시도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전환의 재 시도 과정이,

상기 착신 전환의 재 시도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는 단계와,

상기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 후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에 따라 착신 전환의 재 시도를 수행하도록 함을 특징

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포트 수신 후 상기 수신한 포트가 통화중인 경로의 포트인 경우 상기 발호 측으로 연결 실패 안

내 음성을 발신한 이후 착신 전환의 재 시도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7.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둘 이상의 망들과 접속되며, 상기 망들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통신 포트를 가지고

착신 전환을 수행할 주소 또는/및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웹 폰에서 착신호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착신호 전환 모드 시에 호가 착신되면 미리 설정된 링신호 발생 횟수 카운트 설정에 따라 상기 링신호 발생횟수 만큼 

상기 링신호를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링 신호 발생후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된 경우 미리 설정된 착신 전환을 수행할 포트가 현재 통화 중인 경로의 

포트인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미리 설정된 상기 착신 전환을 수행할 포트가 통화 중이 아닌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번호로 호의 전환

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8.
통신이 가능한 망들과 접속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통신 포트를 가지는 웹 폰에서 착신호 전환 방법에 있어서,

착신호 전환 모드하에서 호가 착신되면 미리 설정된 착신호 전환 조건에 따라 상기 착신호 전환 조건을 수행하는 과

정과,

상기 착신호 전환조건 수행 후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자동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발호측으로 경로 선택에 관한 안내 음성을 발신하는 과정과,

상기 안내 음성 발신 후에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상기 호를 전환할 포트를 수신하여 수신된 상기 포트가 현재 통화 중

인 경로의 포트인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통화중인 경로의 포트인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통화 중이 아닌 경우 상기 호의 전환을 수행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 전환 조건은 상기 착신호후 링 신호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한 후에 상기 발호 측으로 

상기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 전환 조건은 상기 호가 착신된 현재 시간이 착신호 전환 수행 요일 및 시간대인지 확인

하여 착신호 전환 수행 요일 및 시간대인 경우 상기 발호 측으로 상기 착신호 전환 모드가 설정되었음을 안내하는 것

임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 전환 모드는 특정 키입력을 통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호 측으로부터 수신된 포트가 통화 중인 경로의 포트인 경우 상기 발호 측으로 오류 메시지

를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착신호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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