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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일반전화가입자가 공중 교환전화망(PSTN)을 통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전화망을 제공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가입자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송신하고, 상기 내선가
입자선로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한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
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전송하고,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나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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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및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여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디지털 신
호 처리된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교환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음성통신 서비스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5

색인어
음성통신, VoIP, 데이터통신, 가상사설망, 회선선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전화 통신망의 구성예시도.

도 2 는 종래의 데이터 통신망의 구성예시도.

도 3 은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을 서비스하는 종래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방식의 통신망에 대한 구성예시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구성예시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모듈에 대한 일실
시예 상세 구성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유닛(SU)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구성
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 구성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로컬 씨피유에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매칭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테이블의 일예시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로부터 데이터 전송 요청 처리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통신망으로부터의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의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 : 공중 교환전화망(PSTN) 42 : 엠피-랜(MP-LAN)

43 : 가입자 유닛(SU) 44 :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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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개인용 컴퓨터(PC) 46 : 스위치 허브

47 : 라우터 48 : 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일반 가입자 선로(Subscriber Line)를 
통해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 Digital Subscriber Line), 브이오아이피(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및 가입자 중계용 교환기능을 제공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방
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도 1 내지 도 3 은 종래의 전화 및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구성예시도이다.

기존의 일반가입자의 전화 라인은 도 1과 같이 국선라인에 연결되고, 데이터 통신망은 도 2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도 
3과 같이 구성하여 데이터 라인과 전화 라인을 결합하여 단일 가입자 선로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 은 종래의 전화 통신망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1에서 일반전화 라인의 가입자 전화기(11, 13)는 국설 교환기의 가입자 라인에 연결되어 기존의 공중 교환 전화망
(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12)에 접속함으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 2 는 종래의 데이터 통신망의 구성예시도이다.

종래의 데이터 통신망의 일반 가입자의 단말기(21, 23)과 데이터 통신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Data N
etwork, 22)를 포함한다.

일반 가입자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도 2와 같이 모뎀(modem)이
나 xDSL 라인이나 기타 데이터 통신 라인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도 3 은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을 서비스하는 종래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방식의 통신망에 대한 구성예시도이다.

도 3에서 구현한 방식은 기존의 데이터와 전화 라인을 한 개의 가입자 선로(1 pair)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
한 방식으로 xDSL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한 방식이다. xDSL 모듈(32)은 일반 가입자 선로인 국선 가입자 선로(A sid
e)를 통하여 PSTN(31)의 국설교환기와 연결되고 xDSL 모듈(32)에 연결된 내선 가입자 선로인 전화 라인(B side)
을 통하여 각 가정에 설치된 가입자 유닛(SU : Subscriber Unit, 33)과 연결된다.

    
또한, 스위치 허브(Switch HUB, 36)는 전용선을 통하여 데이터망(LAN : Local Area Network, 48)에 연결되고, 스
위치 허브(Switch HUB, 36)의 각 포트(port)를 통하여 xDSL 모듈(32)과 연결된다. xDSL 모듈(32)과 연결되는 스
위치 허브(Switch HUB, 36)의 포트(P0~Pn)와 국선 가입자 선로(A side)를 통해 PSTN(31)과 연결되는 가입자 선
로(S0~Sn)는 1대1로 매칭(matching)되어 내선 가입자 선로(B side)의 전화 라인(L0~Ln)을 통하여 SU 장비(33)
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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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장비(33)는 각 가정에 설치되며 가정내의 전화기(34)와 개인용 컴퓨터(PC : Personal Computer, 35) 등의 장비
가 연결된다.

도 3에서 PSTN(31)을 통하여 들어오는 전화 음성은 xDSL 장비(32)를 통하여 저주파 대역에 실린 후 가입자의 전화 
라인에 전송된다. 가입자 라인을 통하여 SU(Subscriber Unit, 33)에 도착한 저주파 대역의 음성은 SU(33)에서 필터
링(filtering) 과정을 통하여 가입자의 전화(34)로 연결된다.

또한, 스위치 허브(Switch HUB, 36)를 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는 xDSL 장비(32)를 통하여 고주파 대역에 실린 후 
가입자의 라인에 전송된다. 가입자 라인을 통하여 SU(33)에 도착한 고주파 대역의 데이터는 SU(33)에서 필터링(fil
tering) 과정을 통하여 가입자 가정의 PC(35)와 연결된다. 가입자가 전화(34)나 PC(35)를 통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는 위의 과정의 반대로 진행된다.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기존의 가입자 전화 라인을 사용하여 동시에 서비스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은 가입자에게 전화 및 음성을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으나 가입자간의 음성 통신
은 반드시 공중 교환전화망(PSTN)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호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별도의 공중교환전화망(PSTN)의 회선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었다.

특히, 음성통신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존의 통신이용자가 음
성통신에 있어서도 선택권을 갖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일반전화가입자가 공중 교환전화망(PSTN)을 
통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전화망을 제공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
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은, 각각의 일반 가입자를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 전화망+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하고 사용
자의 선택에 따라 브이오아이피(VoIP : Voice over IP) 방식을 통하여 음성 통신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공중교환전화
망(PSTN)을 통해 음성 통신을 제공함으로 해서, 일반 가입자에게 전화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공중전화교환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
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송신
하고,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상기 가입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한 음성통
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전송하고,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나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내
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및 상기 디지털 가입
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여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
부터 디지털 신호 처리된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교환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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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시스템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송신하고, 상기 내선가입
자선로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
한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한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
리하여 음성통신신호는 음성통신회선으로, 데이터통신신호는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음성통신신호 및 데이터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송신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 및 음성통신신호를 상기 음성통신 회선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의 회선 선택에 따라 음성통신망 및 상기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며, 상기 음성통신망이나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음성통
신 회선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교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시스템은,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된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제어신호를 받아 가입자 단말기, 음성통신망 및 데이터통신망으로 선택적으로 전송하도록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수단
; 상기 스위칭수단으로부터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음성통신신호를 받아 압축 가공하여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
신망을 통해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 및 상기 스위
칭수단으로 입력되는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정보에 따라 스위칭이 이루어지도록 제어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 및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목적지 주소를 매
칭시켜 전송하기 위한 제어관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일 방법은, 공중전화교환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
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단
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이면 상기 교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
청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
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수행되도록 처리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이 방법은, 공중전화교환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
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외부의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
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하는 제 1 단계;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
를 복원하는 제 2 단계;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삼 방법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
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단계; 상
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대역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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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대역이면 상기 음성 통신 신호의 목적지 및 요청된 전송 방식을 
점검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공중교환전화망
으로 상기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공중교환전화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데이터 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
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상기 
교환시스템에 연결된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여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사 방법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
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내부가입
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1 단계;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
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하는 제 2 단계;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
원하는 제 3 단계;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
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
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이면 상기 교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인지를 판단하는 제 3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제 4 기능; 및 상기 제 3 기능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
에게로의 전송 요청이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수행되도록 처리하는 제 5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
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대역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
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대역이면 상기 음성 
통신 신호의 목적지 및 요청된 전송 방식을 점검하는 제 3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공중교환전화망으로 상기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공중교환전화망을 통한 음성 통신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데이터 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데이터 처
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5 기
능; 및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상기 교환시스템에 연결된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여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6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1 기능;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
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하는 제 2 기능; 수신된 데이
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3 기능;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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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가입자 선로에 본 시스템 장비를 부착함으로 로컬 지역(local area) 내에서의 일반가입자에게 사설구내
교환(PABX : 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기능을 제공하고 한 개의 로컬 지역(local area)과 다른 로컬 
지역(local area)의 가입자 간에는 VoIP 기능을 통하여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망과 데이터 통신망을 결합한 일반가입자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통신 망 구성은 도 4에서 표현되며 도 4의 구성 중 VoIP 및 일
반가입자 접속을 위한 교환 시스템의 구성은 도 5에서 표시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4에서 엠피-랜(MP-LAN : Multi Protocol-LAN, 42)이라는 장비는 브이오아이피(VoIP : Voice over IP)기능
과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 Digital Subscriber Line)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이며, 가입자 유닛(SU : Subscriber 
unit, 43)은 내선 가입자 선로를 통하여 입출력 되는 음성 및 데이터를 구분하여 음성의 경우는 전화기(44)로 연결하
고, 데이터의 경우는 컴퓨터(PC : Personal Computer)로 연결하는 분배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선 가입자 선로는 
공중 교환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41)에서 일반 가입자에게 연결되는 전화 라인을 의
미하며, 내선가입자 선로는 MP-LAN(42)에서 일반가입자에게 연결되는 한개의 가입자 선로를 의미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5 에서 MP-LAN(42)은 국선 가입자 선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에프엑스오(FXO : Foreign Exchange Office, 50
1) 기능을 수행하며, 내선 가입자와 연결하기 위하여 에프엑스에스(FXS : Foreign Exchange Station, 503)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VoIP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을 G.723.1(5.3kbps/6.3kbps), G.729A(8.0kbps)로 압축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DSP : Digital Signal Processing) 모듈(506)과 압축된 음성을 LAN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연결되는 이더
넷(ethernet) 포트(508)와 국설 교환기나 PABX와 연결하기 위하여 T1/E1 트렁크 모듈(505)로 구성된다. 그리고 F
XS 모듈(503), FXO 모듈(501), DSP 모듈(506), E1/T1 트렁크 모듈(505) 간에 음성 펄스부호변조(PCM : Pulse 
Code Modulation)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스위치 모듈(502)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저주파 대역으로 음성을 전
송하고 고주파 대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있는 xDSL 모듈(504)을 내장하고 있다. FXO 모듈(42) 대신에 사설교환
기(PBX)와 VoIP 라우터를 직접적인 트렁크를 이용해 접속하는 이엔엠(E& M)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xDSL 모듈(504)은 하기의 설명에 나타나는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FXS(503)의 음성 신호는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를 통하고 이더넷(Ethernet) 포트를 통하는 데이터는 고주파 필터(filter)를 통하여 내선 가입자 선로에 
음성 및 데이터를 동시에 실을 수 있도록 구성한 모듈이다.

도 7에 설명되는 가입자 유닛(SU : Subscriber Unit, 43)은 저주파 대역의 음성에 대하여는 저역 통과 필터를 통하여 
전화기(44)로 전송되도록 하고, 데이터는 고역 통과 필터를 통하여 PC(45)로 전송된다. SU(43)의 구성은 하기에 설
명할 도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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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의 구성 위치는 일반 가입자에게 연결되는 국선 가입자 선로를 FXO(501)에 연결하고 일반 가입자 집안에 연결
되는 선로를 본장비의 FXS(503)에 연결한다. 그리고 각 가입자의 전화번호(PSTN 망에서 일반 가입자에게 할당된 전
화번호)는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본장비를 구성한 후의 전화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도 4에서 MP-LAN0(42)의 SU0(43)를 사용하는 일반 가입자0(ex. 전화번호:993-1234)가 MP-LANn(42)의 SU
n(43)을 사용하는 일반가입자n(ex. 전화번호:903-1234)에게 PSTN(41)을 통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의 처리는 아래
와 같다.

    
일반가입자0이 전화기를 오프 후크(off hook)하는 순간 FXS 모듈(503)은 가입자0의 오프 후크(off hook)을 감지하
고 가입자에게 다이얼-톤(dial-toned)을 전송한다. 가입자0가 다이얼-톤(dial-tone)을 들은 후 상대 가입자(일반 
가입자n)의 전화번호(903-1234)를 누르면 MP-LAN0(42)의 로컬 중앙처리기(CPU : Central Processing Unit, 
507)는 상대가입자 전화번호를 수신한 후 가입자0에게 할당된 국선 가입자 선로0의 FXO0(501)를 오프 후크(off-h
ook)한다.
    

FXO0(501)에 연결된 PSTN(41)의 교환기에서 다이얼-톤(dial-tone)을 송신하면 MP-LAN0(42)의 로컬 CPU(5
07)는 PSTN(41)의 교환기로 상대가입자 전화번호(903-1234)를 이중음 다주파 신호(DTMF : Dual Tone MultiF
requency)로 전송한 후 FXS0(503)의 채널과 FXO0(501)의 채널을 스위칭 모듈(switching module, 502)을 통하
여 연결한다.

PSTN(41)에서 일반가입자n에 할당된 전화번호(903-1234)의 국선 가입자 선로n에 링 신호를 전송하면 FXOn(501)
은 링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결과를 MP-LANn(42)의 로컬 CPU(507)에 전송한다.

MP-LANn(42)의 로컬 CPU(507)는 국선 가입자 선로n에 입력되는 링 신호를 감지한 후, 가입자n에 할당된 FXSn(
503)을 통하여 가입자n에게 링 신호를 송출한다.

가입자n이 전화기(44)를 오프-후크하면 로컬 CPU(507)는 이를 감지하고 FXOn(501)을 오프-후크(off-hook) 한 
후 FXSn(503)의 채널과 FXOn(501)의 채널을 스위칭 모듈(switching module, 502)을 통하여 연결함으로 호가 이
루어지도록 한다.

호 해제의 순서는 가입자0나 가입자n이 전화기(44)를 온-후크(on-hook)한 후 MP-LAN0(42)의 로컬 CPU(507)
나 MP-LANn의 로컬 CPU에서 이를 감지하고 FXO0(501)나 FXOn을 온-후크(on-hook)함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경우는 본 장비와 연결된 가입자0와 가입자n이 PSTN(41)을 통하여 연결되는 경우이고, 아래의 경우는 가입자0
와 가입자n이 데이터 망을 통하여 VoIP 서비스를 받는 경우이다.

일반가입자0가 전화기를 오프-후크(off-hook)하는 순간 FXS 모듈(503)은 가입자0의 오프-후크(off-hook)를 감
지하고 가입자에게 다이얼-톤(dial-tone)를 전송한다. 가입자0는 다이얼-톤(dial-tone)을 들은 후 VoIP 서비스를 
통하여 상대가입자와 통화하겠다는 식별자(*이나 #)를 상대 가입자(일반 가입자n)의 전화번호 뒤에 붙인다(ex. 903
-1234* or 903-1234#).

MP-LAN0(42)의 로컬 CPU(507)는 상대가입자 전화번호와 식별자를 인식한 상대가입자(가입자n)가 연결된 MP-
LANn의 아이피(IP : Internet Protocol) 주소를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하여 알아내고, 데이터망을 통하여 해당하는 
MP-LANn과 호를 설정한다(H.323 프로토콜 이용).

MP-LANn에서 데이터망을 통하여 가입자n의 전화번호를 수신한 후 MP-LANn의 로컬 CPU(507)는 일반가입자n에 
할당된 FXSn(503)을 통하여 가입자n에게 링 신호를 전송한다. 가입자n이 전화기를 오프-후크(off-hook)하면 MP
-LANn의 로컬 CPU(507)는 이를 감지하고 결과를 데이터 망을 통하여 MP-LAN0에 전송함과 동시에 가입자n에 할
당된 FXSn의 음성 채널을 스위칭 모듈(switching module, 502)을 통하여 MP-LANn의 DSP 모듈(506)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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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N0의 로컬 CPU(507)는 MP-LANn에서 수신된 결과를 가지고 가입자0에 할당된 FXO0(504)의 음성 채널을 
스위칭 모듈(502)을 통하여 DSP 모듈(506)로 연결한다.

MP-LAN0의 DSP 모듈(506)은 스위칭 모듈(502)을 통하여 입력되는 가입자0의 음성을 압축하고, 로컬 CPU(507)
는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이더넷 포트(508)를 통하여 데이터 통신망을 경유하여 MP-LANn으로 전송한다.

    
MP-LANn의 로컬 CPU(507)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가입자0의 음성을 DSP 모듈(506)로 입력한다. M
P-LANn의 DSP 모듈(506)은 MP-LAN0으로부터 도착한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복원하여, 스위칭 모듈(502)을 통
하여 FXSn(503)으로 전송하고, FXSn(503)은 이 음성을 가입자n에게 전송한다. 동시에 MP-LANn의 DSP 모듈(50
6)은 스위칭 모듈(502)을 통하여 입력되는 가입자n의 음성을 압축하고 로컬 CPU(507)는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이더
넷 포트(508)를 통하여 MP-LAN0로 전송한다.
    

MP-LAN0의 로컬 CPU(506)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가입자n의 음성을 DSP 모듈(506)로 입력한다. MP-L
AN0의 DSP 모듈(506)은 MP-LANn에서 도착한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복원하여 스위칭 모듈(502)을 통하여 FXS0
으로 전송하고 FXS0는 이 음성을 가입자n에게 전송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가입자0와 가입자n은 PSTN(41)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및 팩스(FA
X)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를 살펴보면, FXO(501), 스위치 모듈(502), FXS(503), E1/T1 트렁크 모듈(505), DSP 모듈(507), 
로컬 CPU 모듈(507) 및 이더넷 포트(508)가 기존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시스템에 추가되어 사용자 선택적인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상기한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면에서는 DSP 모듈(506), 이더넷 포트(508)와 연결된 로컬 CPU(507)가 M
P-LAN(42) 전체를 제어하여 처리한다. 도면에서와 같이 연결이 표시된 것은, 음성통신신호가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연결되기 때문이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모듈에 대한 일실
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xDSL 모듈(504)은,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601), 고역 통과 필터(High Pass Filter, 602), 컨버터(A/D, 
D/A Converter, 603) 및 이더넷 포트(Ethernet Port, 604)를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입자로부터 전송되는 음성 신호는 저주파 대역이므로, 저역 통과 필터(601)를 통과하여, FXS(5
03)로 전달되며, 가입자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 신호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므로, 고역 통과 필터(602)를 통과하고, 
컨버터(603)에서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동을 수행한 후, 이더넷 포트(604)를 통해 스위칭 허브로 전송된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서의 가입자 유닛(SU)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구성
도이다.

가입자 유닛(SU : Subscriber Unit, 43)은,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701), 고역 통과 필터(High Pass Fi
lter, 702), 컨버터(A/D, D/A Converter, 703) 및 이더넷 트랜시버(Ethernet transceiver, 704)를 포함한다.

내선 가입자 선로를 통해 도달하는 저주파 음성 신호는 저역 통과 필터(701)을 통과하여 전화기(44)에 도달한다.

역시, 내선 가입자 선로를 통해 도달하는 고주파 데이터 신호는 고역 통과 필터(702), 컨버터(703), 이더넷 트랜시버
(704)를 거쳐 컴퓨터(45)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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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화기(44)로부터의 음성 신호는 저역 통과 필터(701)를 거쳐 고주파를 제거한 후, 내선 가
입자 선로를 통해 전송하고, 컴퓨터(45)로부터의 데이터 신호는 이더넷 트랜시버(704)를 거쳐, 컨버터(703)에서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후, 고주파의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가 고역 통과 필터(702)를 통과하여 내선 가입자 선로를 통
해 전송된다.

상기한 도 6과 도 7의 설명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통신에 대
해 설명한다.

가입자 유닛(SU, 43)과 연결된 일반 가입자가 전화가 아닌 PC(45)를 통하여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도 6 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이더넷 포트(Ethernet Port, 60
4)를 통하여 티티엘(TTL) 신호로 변환되고, 티티엘(TTL) 신호로 변환된 데이터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603)에
서 디지털 신호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고역 통과 필터(high pass filter, 602)를 통해 전송된다.

xDSL 모듈(504)로부터 내선 가입자 선로를 통해 SU(43)에 도착한 데이터는, SU(43)의 고역 통과 필터(high pass 
filter, 702)를 통과한 후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703)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SU(43)의 이더넷 트랜시버(e
thernet transceiver)를 통해 PC(45)에 전송된다. 또한 이 데이터는 고주파 대역에 존재함으로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701)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가입자 전화기(44)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PC(45)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위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로 전송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장비를 사용 시 본 장비의 오동작이나 고장 및 장비의 전원이 오프되는 경우, 일반 가입자가 PSTN(81)을 
통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방식이다.

    
도 8에서 MP-LAN의 전원이 오프되거나, MP-LAN의 로컬 CPU가 오동작하는 경우 중계 제어 모듈(relay control 
module, 86)은 중계 제어 신호(relay control signal)를 이용하여 중계모듈0(relay0, 82)의 1과 중계모듈0'(relay
0', 88)의 1이 연결되어 일반가입자가 정상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각각의 FX
S(84)와 FXO(83) 사이에 설정됨으로 각 가입자는 전원-오프나 로컬 CPU의 오동작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전화나 
팩스(FAX)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로컬 CPU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중계모듈0(relay0, 82)는 1'를 통해 연결되고, 중계모듈0'(relay0', 88)
도 1'를 통해 연결됨으로 위에서 설정된 서비스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로컬 씨피유에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매칭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테이블의 일예시도이다.

엠피 랜(MP-LAN)의 로컬 씨피유(CPU)는 네트워크로부터나 가입자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전화번호로 받으
면, 로컬 씨피유(CPU)가 테이블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 주소로 음성 통신 신
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네트워트를 통해 IP 주소로 음성 통신 연결을 요청받으면 해당하는 전화번호
를 확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전화 연결이 되도록 제어한다.

상기한, 엠피 랜(MP-LAN)에는 기본적으로 24 가입자가 연결되나, 이의 변형은 용이하다.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로부터 데이터 전송 요청 처리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우선, xDSL 모듈(1001)이 가입자로부터의 통신 신호 전송 요청을 확인하여, 음성 통신 신호인지, 데이터 통신 신호인
지를 판단한다(1001). 판단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이면, xDSL 모듈(504)을 통해 데이터 신호를 스위칭 허브(46)로 
전송한다(1002). 스위칭 허브(46)에서는 데이터 통신 신호를 받아 데이터 망으로 연결하여 전송한다(1003).

 - 10 -



공개특허 특2002-0001940

 
    
xDSL 모듈(1001)이 음성 통신 신호인지, 데이터 통신 신호인지를 판단한 결과, 음성 통신 신호이면 FXS(503)로 음
성 통신 신호를 전송한다(1004). FXS(503)에 들어온 음성 통신 신호에 대해 로컬 CPU(507)는 가입자가 누른 번호
를 검사한다(1005). 검사 결과, 일반 전화 번호이면, 로컬 CPU(507)가 스위치 모듈(502)을 제어하여 음성 통신 신호
를 FXO(501)나 E1/T1 트렁크(505)로 연결한다(1006). FXO(1007)나 E1/T1 트렁크(505)는 음성 통신 신호를 공
중교환전화망(PSTN, 41)으로 연결하여, 전화 호가 전달되도록 한다(1007).
    

    
FXS(503)에 들어온 음성 통신 신호에 대해 로컬 CPU(507)는 가입자가 누른 번호를 검사한 결과, 내부가입자에게 연
결하는 번호이면, 로컬 CPU(507)가 스위치 모듈(502)을 제어하여 내부가입자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착신측의 F
XS(503)으로 연결한다(1008). 수신자로 연결되는 착신측의 FXS(503)는 전화 호 연결 요청을 가입자에게 전달한다
(1009). 여기서, 내부가입자란, 같은 스위치 모듈(502)을 사용하는 가입자로, 이 경우에는 외부로 전화 호를 전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망을 이용할 것인지,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빠른 처리를 위해 기존의 구내망 처럼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다.
    

    
FXS(503)에 들어온 음성 통신 신호에 대해 로컬 CPU(507)는 가입자가 누른 번호를 검사한 결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음성통신 연결을 요청한 음성 통신 신호이면, 로컬 CPU(507)가 스위치 모듈(502)을 제어하여 FXS(503)로부터 
스위치 모듈(502)로 전달된 음성 통신 신호를 DSP 모듈(506)로 연결한다(1010). 이때,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음성
통신 연결을 요청한 음성 통신 신호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발신 사용자는 전화번호의 앞이나 뒤에 # 또는 * 과 같은 
식별자를 함께 전송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번호를 앞이나 뒤에 붙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즉,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음성 통신 연결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된다.
    

DSP 모듈(506)에서는 수신한 음성 통신 신호를 압축하여 로컬 CPU(507)로 전달한다(1011).

로컬 CPU(507)가 압축된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브이오아이피(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더넷 포트(508)로 전송하고(1012), 이더넷 포트(508)는 VoIP 프로토콜로 처리된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스위칭 허브(46)를 통해 데이터 망으로 전송한다(1013).

상기한 바와 같이, MP-LAN(42)에서는 가입자로부터 발신 요청을 받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통신망으로부터의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이더넷 포트(508)로 입력되는 호 설정 데이터 중 VoIP 프로토콜에 따라 로컬 CPU(507)에서 착신측 가입자를 확인하
고(1101), VoIP 프로토콜에 따라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한다(1102).

로컬 CPU(507)의 제어에 따라 스위치 모듈(502)에서 DSP 모듈(506)과 착신측 가입자간에 연결을 수행한다(1103).

이더넷 포트(508)를 통해 입력되는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DSP 모듈(506)로 전달한다(1104). DSP 모듈(506)에서 
압축된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복원하고 스위치 모듈(502)로 전송한다(1105).

스위치 모듈(502)이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에 해당하는 FXS(503)으로 전달한다(1106). FXS(503)는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 가입자의 단말기로 전달하여 전화호 연결을 수행한다(1107).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의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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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교환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41)으로부터 E1/T1 트렁크(505)로 전화 연결 호
가 입력되어, E1/T1 트렁크(505)가 이를 수신한다(1201). E1/T1 트렁크(505)가 전화 연결 호를 받아 해당 정보를 
로컬 CPU(507)로 전달하고, 로컬 CPU(507)는 입력된 전화 연결 호의 착신측을 확인한다(1202).

로컬 CPU(507)가 스위칭 모듈을 제어하여 E1/T1 트렁크(505)의 전화 연결 호와 착신측으로 향하는 FXS(503)를 연
결시킨다(1203).

착신측으로 연결되는 FXS(503)가 입력된 전화 호를 착신측 가입자의 단말기로 전달한다(1204).

    
상기한 실시예는,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의 음성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스위치 모듈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 발명인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은 기존에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착신
측 가입자에게 연결되는 전화선을 끊고 중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상기한 실시예는 E1/T1 트렁크(505)를 통해 들어왔
는데, 이 경우, 수신된 전화 연결 호를 확인하여 착신측에 연결시키게 된다.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FXO(501)로 입
력되는 전화 연결 호에 대해서는 매칭되는 FXS(503)로 스위치 모듈(502)에서 바로 연결시키도록 할 수도 있고, 로컬 
CPU(507)의 제어에 따라 스위치 모듈(502)에서 스위칭 될 수도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 있어 발신의 경우, 내부가입자에게 보내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므로 착신의 경우에 있어 이를 따로 설명
하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일반가입자가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 일반 전화 서비스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하고, 각 가입자들을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음
성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본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의 가입자간에 통화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며, 각각의 
일반 가입자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가상 사설 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일반 가입자들이 저
렴하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전화교환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
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송신하고,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회선 처리수단;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한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
라 분리하여 전송하고,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나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가입자회선 처리수
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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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여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디지털 신호 처리된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교환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수단은,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를 확인하여 상기 교환수단에 연결된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해당하는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
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수단은,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음성통신망 및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를 교환하여 해
당하는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음성통신망 또는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기 위한 스위칭수단;

상기 스위칭수단과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사이에서 음성통신신호의 송수신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연결수단
;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를 상기 스위칭수단으로부터 받아 압축 가공하여 송신하고,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의 압축된 음성 데이터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
리수단; 및

상기 스위칭수단, 상기 연결수단,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을 제어 관리하며,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과 상기 데이
터통신망으로부터 음성 데이터신호를 수신하여 목적지를 확인하여 전송 처리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4.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송신하고,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회선 처리수단;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한 음성통신신호와 데이터통신신호를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리하여 음성통신신호는 음
성통신회선으로, 데이터통신신호는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음성통신신호 및 데이터통
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를 통해 송신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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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신신호를 상기 음성통신 회선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의 회선 선택에 따라 음성통신망 및 상기 데이터통신
망을 통해 전송하며, 상기 음성통신망이나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음성통신 회
선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교환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수단은,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음성통신망 및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를 해당하는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상기 음성통신망 또는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기 위해 교환 처리하는 스위칭
수단;

상기 스위칭수단과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 사이에서 음성통신신호의 송수신 중재를 수행하며, 상기 음성통신
신호의 전송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제1 연결수단;

상기 스위칭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과의 사이에서 음성통신신호의 송수신 중재를 수행하며,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제2 연결수단;

상기 스위칭수단으로부터 상기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압축 가공하여 송신하고,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압축 가공된 음성통신신호를 수신 복원하여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송신하기 위한 디지털 신
호 처리수단; 및

상기 교환수단을 제어 관리하며, 상기 제1 연결수단 및 상기 제2 연결수단에서 추출된 전송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스위
칭수단에서의 스위칭을 제어하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과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의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전
송정보를 확인하여 전송처리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스위칭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의 직접연결을 위한 에프엑스오(FXO : Foreign Exchange Offi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스위칭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의 트렁크를 이용한 연결을 위한 이엔엠(E& 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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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정보는,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목적지 정보; 및

상기 음성통신신호가 이용할 통신망에 대한 선택정보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상기 가입자가 음성통신망과 데이터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데이
터통신주소를 매칭시킨 테이블을 참조하여 전송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
템.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수단의 이상 발생시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을 연결시켜 상기 가입자의 음성통
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중재수단; 및

상기 교환수단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상기 중재수단을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중재 제어수단

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회선 처리수단은,

상기 하나의 내선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된 음성통신신호의 대역만을 통과시켜 상기 가입자의 음성통신 단말기로 전송
하고, 상기 음성통신 단말기로부터 음성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로 전송하기 위한 제1 대역통과필터
; 및

상기 내선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통신신호의 대역만을 통과시켜 상기 가입자의 데이터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 단말기로부터의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하나의 전송로로 전송하기 위한 제1 데이터통신신호 처리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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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통신신호 처리수단은,

수신된 소정 대역의 데이터통신신호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2 대역통과필터;

상기 제2 대역통과필터로부터 전달된 아날로그 데이터통신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상기 가입자의 데
이터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 대역통과필터로 송신하기 
위한 제1 변환수단; 및

상기 데이터통신 단말기로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제1 변환수단으로부터 수신하여 전송하고, 상기 데
이터통신 회선으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변환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2 이더넷 송수신
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가입자회선 처리수단은,

상기 교환수단과 상기 내선가입자회선으로부터 수신된 음성통신신호의 대역만을 통과시켜 전송하기 위한 제3 대역통과
필터; 및

상기 내선가입자회선으로부터 수신된 아날로그 데이터통신신호의 대역만을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통신 회선에서 사용되
는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 회선으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변환
하여 상기 내선가입자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2 데이터통신신호 처리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통신신호 처리수단은,

수신된 아날로그 데이터통신신호 대역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4 대역통과필터;

상기 제4 대역통과필터로부터 전달된 아날로그 데이터통신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상기 데이터통신 
회선으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4 대역통과필터로 송신하기 위한 제
2 변환수단; 및

상기 데이터통신 회선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상기 제2 변환수단으로부터 수신하여 전송하고, 상기 데
이터통신 회선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2 변환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2 이더넷 송수신수
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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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된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제어신호를 받아 가입자 단말기, 음성통신망 및 데이터통신망으로 선택적으로 전송하도록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수단;

상기 스위칭수단으로부터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음성통신신호를 받아 압축 가공하여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통신
망을 통해 수신된 음성통신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 및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입력되는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정보에 따라 스위칭이 이루어지도록 제
어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수단 및 상기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목적지 
주소를 매칭시켜 전송하기 위한 제어관리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수단은,

수신된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상기 제어관리수단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스위칭처리하기 위한 스위칭 처리수단;

상기 스위칭 처리수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 사이에서 음성통신신호의 송수신 중재를 수행하며,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제어관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1 연결수단; 및

상기 스위칭 처리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과의 사이에서 음성통신신호의 송수신 중재를 수행하며, 상기 음성통신신호의 
전송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제2 연결수단;

을 포함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스위칭 처리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의 연결을 위한 에프엑스오(FXO : Foreign Exchange Offi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스위칭 처리수단과 상기 음성통신망의 트렁크를 이용한 연결을 위한 이엔엠(E& 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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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연결수단은,

실질적으로 상기 스위칭 처리수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연결을 위한 에프엑스에스(FXS : Foreign Exchange Sta
ti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20.

제 15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관리수단은,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입력되는 상기 음성통신신호에 대해 상기 음성통신신호 발신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스위칭수단에 
연결되는 가입자 단말기, 음성통신망 또는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스위칭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

청구항 21.

공중교환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
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이면 상기 교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수행되도록 처리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2.

상기 제 21 항에 있어서,

외부의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
을 수행하는 제 6 단계;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7 단계;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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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3.

공중교환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망과 내선가입자선로를 이용
하여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외부의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
을 수행하는 제 1 단계;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2 단계;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4.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대역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대역이면 상기 음성 통신 신호의 목적지 및 요청된 전송 방식을 점검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공중교환전화망으로 상기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공중교환전화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데이터 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점검 결과, 상기 교환시스템에 연결된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
로 호 연결을 수행하여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7 단계; 및

상기 데이터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착신측이 내부가입자임을 확인하고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
성 통신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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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6.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에 있어서,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1 단계;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
하는 제 2 단계;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3 단계;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7.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이면 상기 교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인지를 
판단하는 제 3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제 
4 기능; 및

상기 제 3 기능의 판단 결과,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수행되도록 처리하는 제 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8.

상기 제 27 항에 있어서,

외부의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
을 수행하는 제 6 기능;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7 기능;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8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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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가입자로부터 통신 신호 전송을 요청받아 신호 대역을 확인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데이터 통신 신호대역이면 이를 데이터 망으로 전달하여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제 2 기능;

상기 제 1 기능의 확인 결과, 음성 통신 신호대역이면 상기 음성 통신 신호의 목적지 및 요청된 전송 방식을 점검하는 
제 3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공중교환전화망으로 상기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공중교환전화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데이터 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이면 데이터 처리하여 상기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상기 데이터 망을 통한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5 기능; 및

상기 제 3 기능의 점검 결과, 상기 교환시스템에 연결된 내부가입자에게로의 전송 요청이면 상기 내부가입자의 단말기
로 호 연결을 수행하여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6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0.

프로세서를 구비한 가입자 선로 중계용 네트워크 교환 시스템에,

공중교환전화망으로부터 음성 통신 연결 요청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내부가입자의 단말기로 전화 호를 연결시키는 제 
1 기능;

데이터망으로부터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착신측이 내부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발신측과 호 설정을 수행
하는 제 2 기능;

수신된 데이터 형식의 음성 통신 신호를 받아 이를 복원하는 제 3 기능; 및

복원된 음성 통신 신호를 착신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통신단말기로 전달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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