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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패스워드 제어스위칭장치 및 그 제어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패스워드(password) 제어 스위칭 장치도.

제2도는 제1도에 제시된 음성 패스워드 장치의 기능관계도.

제3도는 제2도에 제시된 음성 패스워드 장치의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에 대한 기능관계도.

제4도는 제2와 제3도에 제시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에 기록된 데이타의 예시적인 부분도.

제5, 제6 및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에 제시된 장치의 동작에 대한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2 : 음성 패스워드 장치

3 : 호출측                            4 : 호출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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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객지정시설                      6 : 공중 통신 네트워크

10 : 라인설비                         11 :트렁크 설비

12 : 네트워크 제어                    22 :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스위칭 장치, 특히 패스워드로 제어되는 스위칭 장치에 관한 것이다.

공중  및  사설  통신  네트워크는  호출하는  측과  호출된  측을  상호  연결하는  스위칭  장치를  사용한다. 
호출하는  측은  호출하는  측의  다이알(dialing)명령에  의해  식별되는  호출된  측을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함으로서 다이얼 명령에 응답하는 스위칭 장치에 여결된다.

스위칭  장치는,  스위칭  장치에  의해  제공된  라인  및  트렁크를  거쳐,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및 호출
측  라인을  갖는  다른  스위칭  장치를  거치는  스위칭  장치의  다른  트렁크를  거쳐  연결된  호출하는 측
을  갖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종,  고객은,  다른  호출측에  의한  액세스가  거절될  수  있는 
고객에게  지정되어  있는  여러가지  스위칭  장치  시설에  액세스하는  것이  많은  호출하는  측에게 주어
지기를  원한다.  예를들어,  고객은  선택된  호출하는  측에게만  고객의  사설  통신  네트워크  또는 시설
과  연결된  스위칭  장치의  트렁크  그룹에  액세스가  주어지고  다른  호출하는  측은  액세스가 거절되기
를 원할 수 있다.

액세스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지역  전화국에  연락하여  여러  고객에게  지정된  시설이  선택된 
측에게만  제한되기를  요구한다.  상기  지역  전화국은  고객에게  지정된  시설로  액세스하는  것을 거절
하기  위해  스위칭  장치를  바꾼다.  호출하는  측이  아닌  고객의  전화라인이  제한된  시설에  액세스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의의  어떤  호출측은  허용되었는지  또는  아닌지간에  액세스가 
주어져  있는  고객의  라인  또는  트렁크를  간단히  탐지하여  사용함으로서  제한된  시설을  액세스할  수 
있다.  고객이  스위칭  장치에서의  거절  액세스  변화를  바꾸거나  또는  탐지하기  위해  지역  전화국에 
반드시 연락을 하여야 한다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라인과  트렁크에  의해서  상호연결  액세스가  거절된  스위칭 장
치의  제한된  라인과  트렁크를  식별하는  패스워드를  등록시켜  저장하며,  라인을  경유하는  호출하는 
측을  제한된  라인  및  트렁크와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와  호출하는 
측의  명령이  일치하게  되면  동작하는  스위칭  장치  및  그  동작방법으로서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이 크
게 향상된다.

본  발명에  따라,  스위칭  장치의  단말에  연결된  라인과  트렁크를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 네
트워크  제어를  갖는  스위칭  장치는  제한된  라인과  트렁크에  액세스가  인가된  측들을  식별하는 인가
코드(authorization  codes)를  등록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다.  상기  구조는  호출라인과  결합되어 있으
며,  제한된  라인과  트렁크를  식별하는  패스워드  패턴으로서  등록된  인가코드에  의해  확인되는 측들
에  의해  구술로  발생된  패스워드를  등록하여  저장한다.  다음에  상기  구조는  호출측에  의해서  발생된 
음성명령을  인식하고,  등록된  패스워드  패턴과  일치되는  그  검사  패턴(test  patterns)을  형성한다. 
형성된  검사  패턴과  저장된  패스워드  패턴이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뢰  인식  계수(confidence 
recognition  factor)가  각각의  검사  패턴에  지정되며,  유효한  패스워드를  식별하기  위해  소정의 임
계값과  비교된다.  유효한  각각의  패스워드에  대하여  스위치  메시지가  인코드되어,  호출측의  라인  및 
트렁크와  구술된  패스워드로서  식별된  제한된  라인  및  트렁크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스위칭  장치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제어로 전송된다.

제1도에서,  패스워드로  제어되는  스위칭  장치(1)는  호출측(3)과  호출된  측(4)을  상호  연결하기 위해
서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되었다.  호출  및  호출된  측(3,4)  모두는 전화선(103,104)
에  의해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의  라인  설비(10)와  결합된다.  트렁크  설비(11)의  종단에 연
결되어  있는  트렁크  그룹(110,111)은  각각  고객에게  지정된  시설(5)과  공중  통신  네트워크(6)와 결
합되어  있다.  또한  트렁크  설비(11)에는  호출측(3)과  호출된  측(4)을  연결시키기  위해  제공된  구내 
트렁크  그룹(intraoffice  trunks)(113)과  선정된  안내(predefined  announcement)를  호출측(3)으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안내 트렁크 그룹(114)이 끝단에 연결되어 있다.

음성  패스워드  장치(2)를  제외한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는,  호출측(3)을  호출된  측(4)  및 트
렁크  그룹(110  내지  114)과  결합시키기  위해  라인설비(10)와  트렁크  설비(11)를  상호  연결함으로서 
호출측이  다이얼한  명령에  따라  네트워크  제어(12)가  응답하는  전자식  스위칭  장치와  같이  공지된 
유형의 전화 스위칭 장치일 수 있다.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는  라인(102)에  의해  라인  설비(10)와  결합되고,  트렁크  그룹(112)에 
의해  트렁크  설비(11)와  결합된  음성  패스워드  장치(2)를  갖는다.  제1도의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
치(1)에  의해  서비스되는  고객은  각  고객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고객에게는  제한될  수 
있는  고객  지정  설비(5)가  지정되도록  전화국에  요청할  수  있다.  게다가,  각각의  고객은  호출측의 
라인(103)이  고객지정시설(5)과  연결되기  전에  호출측(3)이  유일한  패스워드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
기를 요구한다.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는  트렁크  설비(11)에  결합된  트렁크  회로를  교대로  갖는  제한된 트렁
크  그룹(110)에  의해  고객지정시설(5)에  연결된다.  비록  제1도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에  의해  서비스되는  많은  고객들은  제한된  트렁크  그룹(115,116  및  117)에  의해 
트렁크  설비(11)에  교대로  결합되는  고객지정시설에  연결될  수도  있다.  제한된  트렁크  그룹(115,116 
및  117)은  제한된  트렁크  그룹(110)과  유사하며,  각각은  고객이  정의한  유일한  패스워드로서 식별되
는 것으로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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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트렁크  그룹(112)  및  라인(102)  그리고  음성장치(23)  및  프로그램된 프로
세서(22)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트렁크  및  라인  인터페이스  장치(20과  21)를  갖는다.  제3도의 프로
그램된  프로세서(22)는  어떤  다른  유형의  많은  컴퓨터일  수  있다.  이와같은  컴퓨터들은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상세히  서술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중앙처리장치(22O),  메모리  장치(221) 그
리고  어드레스,  데이타  및  제어리드에  의해  버스(230)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장치  (222)를  갖는다. 
인터페이스  장치(222)는,  데이타  베이스  기억장치(201)와  컴퓨터  터미널(200)로  각각  연장하는 데이
타  링크(2012와  2002)를  버스(230)와  결합시킴으로서  컴퓨터  터미널(200)과  데이타  베이스 기억장치
(201)에  의해서  데이타가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와  교환될  수  있게  한다.  컴퓨터  터미널  혹은 개
인용  컴퓨터일  수  있는  컴퓨터  터미널(200)은  인터페이스  장치(222)에  결합되어  데이타가 중앙처리
장치(220)와 메모리 장치(221)로 입력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제2도의  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데이타  버스(230)에  의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와  연결되어 있
으며,  라인(102)과  트렁크  그룹(112)을  통해  호출측(3)으로  전송할  음성  프롬프트를  발생시키기 위
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에  의해  제어되는  음성  응답  장치(231)를  갖는다. "디렉토리(Directory)
번호를  입력하시오",  인가  코드를  입력하시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오",  "패스워드  등록이 거절되
었음",  "패스워드  성공",  또는,  "액세스가  거절되었음"과  같은  문구는  컴퓨터  터미널(200)에  의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로  입력되어  제3도의  메모리  장치(221)의  텍스트  기억장치(22104)에  또는 
데이타 기억장치(201)에 음성 프롬프트 디지탈 데이타로서 기억된다.

제1도의  호출측(3)이  제2도의  트렁크  그룹(112)과  처음에  연결될때,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데
이타  버스(230)를  거쳐  음성  프롬프트  디지탈  데이타를  음성응답  장치(231)로  전송한다.  각각의 음
성응답  장치(231)는  트렁크  그룹(112)의  트렁크와도  연결된  트렁크  인터페이스  장치(20)와  연결되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에  의해  제어된다.  음성응답  장치(231)는  버스(230)를  통하여  수신된 음성
응답  디지탈  데이타로부터  메시지를  발생시켜,  트렁크  그룹(112)을  통해  상기  발생된  메시지를 호출
측(3)으로 전송한다.

음성  패스워드  장치(2)에는  호출측(3)이  구술한  음성명령의  문구를  검출  및  인식하기  위한  패스워드 
단어  인식  장치(232)가  구비되어  있다.  호출측(3)을  제한된  트렁크  그룹(112,115,116  및  117)에 연
결하기  위해,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1)를  제어할  목적으로  패스워드  기억장치(22100)에 등록
되기  전에,  호출측(3)은  제4도의  "Falcon5",  "Parsip12",  "Modstar50"  또는  "Pass  5  Trunk"와  같이 
다양한  문구를  구술할  수  있다.  제2도의  패스워드  단어  인식장치(232)가  버스(230)에  의해서 프로그
램된  프로세서(22)에  연결됨으로서,  다양한  형태와  길이를  갖는  라인을  통하여  호출측에  의해 통상
적으로  구술된  구두단어  문구가  버스(230)를  거쳐  제3도의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
(220)로 인식 및 판독된다.

또한  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버스(230)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22)와  각각  연결된 제2도
의  숫자  인식  장치(233)를  구비한다.  호출측(3)이  구술한  패스워드  및  인가  코드에서  발생하는 숫자
들이  숫자  인식장치(233)에  의해  검출되어  인식된다.  일련의  인스톨  과정동안,  다양한  형태  및 길이
를  갖는  라인을  통하여  고객이  통상적으로  구술한  구두  숫자를  표시하는  패턴이  프로그램된 프로세
서(22)의  제4도의  숫자  번역기(22102)에  적재되고,  데이타  버스(230)를  거쳐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22)에  의해  제2도의  숫자  인식장치(233)중  적합한  숫자  인식기내에서  판독된다.  호출측(3)이 구술
한  각각의  구두  순자는  숫자  인식기(233)에  의해  검출되어,  상기  인식기에  이전에  적재된  숫자 패턴
과  비교된  후,  데이타  버스(230)를  거쳐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내에서  판독된다.  프로그램된 프로
세서(22)는,  수신되어  검출된  각각의  단어와  숫자에  대해  인식신뢰수준을  지정,  인식신뢰수준이 선
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 결정되었을때 그것을 유효한 단어와 숫자로 인식한다.

음성  패스워드  장치(2)에는  버스(230)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에  연결된  숫자 송신기
(234)와  텍스트-대-음성장치(235)가  또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숫자  및  음성  메시지가 호출
측(3)으로  전송될  수  있다.  "패스워드  등록이  거절되었음",  "패스워드가  성공"  또는,  "액세스가 거
절되었음",  또는  유사한  형태의  음성  메시지와  같은  음성  문구가  텍스트-대-음성장치(235)에  의해 
호출측(3)으로  리턴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1도의  라인  및  트렁크  설비(10  및  11)의  종단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및  트렁크를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  숫자  송신기(234)는  라인(102)  및 
트렁크(112)를  통하여  네트워크  제어(12)를  제어하도록  전송될  수  있는  다이얼  펄스  및  톤  신호 정
보를  발생시킨다.  숫자  및  음성  메시지가  호출측(3)과  네트워크  제어(12)로  리턴됨에  따라, 프로그
램된  프로세서(22)는  버스(230)를  거쳐  제2도의  데이타  베이스  기억장치(201)와  메모리  장치(221)에 
기억되어  있는  디지탈  텍스트와  숫자  정보를  적합한  텍스트-대-음성장치(235)와  숫자 송신기(234)에
서  판독하며,  이것은  교대로  수신된  디지탈  정보를  호출측(3)과  네트워크  제어(12)로  전송된  음성 
및 숫자 메시지로 인코드한다.

버스(230)에  연결되고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칭  장치(236)는  음성  경로에 
의해  패스워드  단어  인식장치(232),  숫자  인식장치(233),  숫자  송신기(234), 텍스트-대-음성장치
(235),  음성응답장치(231),  트렁크  인터페이스(20)  및  라인  인터페이스  장치(21)에  연결된다. 라인
(102)과  연결되어  있고,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에  의해  제어되는  라인  인터페이스  장치(21)는 라
인(102)과  스위칭  장치(236)로  연장하는  음성경로를  선택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트렁크  인터페이스 
장치(20)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동작에서,  스위칭장치(236)는  음성  응답  장치(231),  트렁크 인터페
이스  장치(20)  및  라인  인터페이스  장치(21)와,  패스워드  단어  인식장치(232),  숫자  인식장치(233), 
숫자  송신기(234)  및  텍스트-대-음성장치(235)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에 의
해서 제어된다.

제1도의  고객지정  시설(5)을  구비하는  각각의  고객에게는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내에  등록되어 있
는  유일한  인가  코드가  지정된다.  상기  인가  코드는  제3도의  메모리(221)  또는  데이타  베이스 기억
장치(201)와,  제4도의  데이타  베이스  기억장치표(22100)에  등록되어,  고객  지정시설(5)로  연장하는 
제1도의  제한된  트렁크  그룹(110)에  액세스가  인가된  측들을  확인한다.  제한된  트렁크  그룹(110)을 
액세스하기  위해  고객에  의해  인가된  측은  제한된  고객지정  시설(5)을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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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인가 코드가 주어진다.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제어(12)는  호출측  라인(103)의  오프-훅 상태(off-
hook  state)를  검출하여,  음성  패스워드  장치(2)로  연장하는  트렁크  그룹(112)과  라인  트렁크 설비
(10,11)를  통과하는  호출측의  라인(103)을  연결한다(제5도의  단계  70).  단계(71)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인입하는  호출을  받아들이고,  트렁크  그룹(112)과  음성응답장치(231)를  결합시키기 
위해  버스(230)를  통해  제2도의  트렁크  인터페이스  장치(20)를  제어한다.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
는  버스(230)를  거쳐  제4도의  텍스트  기억장치(22104)에서  나오는  음성  프롬프트  디지탈  데이타를 
제2도의  음성  프롬프트  장치(231)로  전송한다.  음성응답장치(231)는  제5도의  단계(72)에서  "인가 코
드를  입력하시오"와  같은  음성  문구를  발생시키고,  호출측에게  지정된  인가  코드를  구술  또는 입력
하도록  호출측(3)을  프롬프트하기  위해  트렁크  그룹(112)  및  라인(103)을  통하여  호출측(3)으로 상
기  발생된  음성  문구를  전송한다.  제2도의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리프롬프트  카운터(reprompt 
counter)를  0으로  세트시키고,  트렁크  인터페이스  장치(20)와  패스워드  단어  및  숫자 인식장치

(232,233)를 연결하기 위해 스위칭 장치(236)를 제어한다.

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호출측(3)에  의해  리턴된  음성  명령  응답을  인식한다.  패스워드  단어  및 
숫자  인식장치(232,233)는  수신된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버스(230)를  통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
2)로  전송한다.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수신된  음성  명령과  메모리(221)에  등록된  고객  인가 코
드를  일치시킨다.  만약  수신된  음성  명령이  등록된  인가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제5도의 단계(7
3)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제2도의  버스(230)를  거쳐  제4도의  텍스트  기억장치 (22104)에
서  나오는  디지탈  텍스트를  텍스트-대-음성장치(235)로  전송하고,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가 패스
워드  등록  과정을  벗어난  후(제5도의  단계  87),  제2도의  스위칭  장치(236)  및  트렁크  그룹(112)을 
통해  "액세스가  거절됨"이라는  음성문구(제7도  단계(96))를  호출측으로  전송하기  위해 텍스트-대-음
성장치(235)를 제어한다.

단계(73)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가  수신된  호출측의  명령이  등록된  인가  코드와  일치한다고 
결정하면,  등록된  패스워드가  지정된  인가  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시도가  행해진다.  만약  수신된 인
가  코드에  대해  패스워드가  탐지되지  않으면(단계  74),  제2도의  트렁크  그룹(112)을  통하여 "패스워
드를  입력하시오"와  같은  구두  패스워드  프롬프트를  호출측(3)으로  전송하기  위해,  단계(80)에서 버
스(230)를  거쳐  음성응답장치(231)를  제어하고  상기  장치내에서  디지탈  텍스트를  판독함으로서 프로
그램된 프로세서(22)는 패스워드 등록에 들어간다.

패스워드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호출측(5)이  발생한  "Falcon5"과  같은,  구술된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단어  및  숫자  인식장치(232,233)에  의해  검출  및  인식되어  버스(230)를  거쳐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22)내에서  판독된다.  제5도의  단계(81)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발생  패턴과  비교 프로세
스를  호출함으로서  구술된  패스워드의  수신에  응답한다.  제6도의  발생  패턴  및  비교  프로세서 단계
(81)은  구술된  패스워드의  마침표를  확인하기  위해  구술된  패스워드의  에너지  등고분석(energy 
contour)을  이용한다(단계(810)).  셉  스트럴(cepstral)과  음성  에너지로  구성된  프레임을  포함하는 
검사  패턴이  기존의  패스워드  패턴과  비교할  준비가  된다(스텝  811).  만약  이전에  등록되고  기억된 
패스워드의  기준  패스워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단계  812),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검사 
패턴을  기준  패스워드  패턴으로  초기화(단계  813)한  다음,  리프롬프트  카운트를  증가시킨다(제5도, 
단계  84).  등록된  패스워드  패턴의  정확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준  패스워드  패턴이  다음에 사용
하기  위해  등록되고  기억되기전에  등록  프로세스는  선정된  횟수동안  등록  프로세스가  반복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요구된  횟수보다  적으면(단계  85),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패스워드에  대해  호출측(3)을  다시  프롬프트하기  위해  음성응답장치(231)를  제어한다(단계  80). 구
술된  패스워드를  다시  수신하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단계(810  내지  812)를  반복한다. 최초
에  구술된  음성  명령이  기준  검사  패턴으로서  초기화되기  때문에,  발생  패턴과  비교  프로세서(81)는 
단계 (814)로 진행한다.

패스워드  단어  및  숫자  인식장치(232,233)에  의해  수신된  구술된  패스워드  또는  인가  코드를 나타내
는  호출  음성  명령은  각각  약  45ms의  길이와  선행하는  프레임으로부터  약  15ms  각각  이격된 중복하
는  프레임으로  분할된다.  에너지  등고분석을  설정하기  위해  에너지  분석이  실시되고,  선정된 임계수
준  이상의  일부분의  에너지  등고분석이  음성으로  발성하도륵  결정된다.  임계값  이하인  일부분의 에
너지는  안정된(flat)  간격으로  결정된다.  인식을  한다음,  패스워드  및  인가  코드는  수신된 패스워드
와 인가 코드 디지탈 텍스트로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로 전송된다.

제6도의  단계(814)에서  발생  패턴과  비교  프로세스(81)는  기준  패스워드와  검사  패턴과의  차이를 계
산하기  위해  동적인  타임  워프  절차(Dynamic  Time  Warp  proceduce)를  사용한다.  기준  패스워드와 구
술된  패스워드의  정확도를  정의하기  위한  범사  패턴  또는  기준  패스워드  패턴과  비교될때의  검사 패
턴 사이의 백분율 차이로서 신뢰 인식 계수가 계산되어 검사 패턴에 지정된다.  만약 지정된 신뢰 인
식  계수가  선정된  임계값보다  적다면(단계  815),  리프롬프트  카운트는  경로  F를  거쳐 증가된다(제5
도,단계  84).  만약  증가된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선정된  값보다  훨씬  작다면(단계  85),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선정된  값을  초과할때까지  단계(80,81,84  및  85)가  반복된다.  이것이  발생하고  등록 프로
세스가  완료(단계  86)될때,  텍스트-대-음성장치(235)가  제어되어  패스워드  등록이  거절되었다는 것
을  말하는  구두  메시지를  호출측(3)에게  전송한다.  그후,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등록 과정으로
부터 빠져나와 호출측의 라인(103)을 단절시키기 위한 시이퀀스를 시작한다.

발생  패턴과  비교  프로세스(제6도  단계  815)가  현재의  검사  패턴에  지정된  신뢰  인식  계수가 임계값
을  초과한다고  결정할때,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이전에  등록된  패스워드  패턴과  결정  임계값을 
갱신하고(단계  817),  경로  S를  거쳐  제5도의  단계(82)로  진행함으로서  패스워드  등록  과정을 계속한
다.  만약  이것때문에  패스워드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리프롬프
트를  증가시키고(단계  84),  증가된  리프롬프트가  선정된  값보다  작으면(단계  85),  패스워드  등록이 
완료될때까지  단계(80,81,84  및  85)를  반복한다.  만일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선정된  값을 초과하면
(단계  85),  패스워드를  등록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86)를 호출측(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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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낸다(단계 86).

패스워드  등록  절차가  완료(제5도,  단계  82)되면,  단계(83)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디지탈 
텍스트를  보내어  스위칭  장치(236)와  트렁크  그룹(112)을  통해  "패스워드가  성공"이라는  구두 메시
지를 호출측(3)에게 전송하기 위해 버스(230)를 거쳐 텍스트-대-음성장치(235)를 제어한다.

유효한  패스워드를  등록한  다음,  고객  지정시설(5)중  제한된  시설에  액세스하기를  원하는  제1도의 
호출측(3)은  라인(103)을  오프-훅  상태로  놓는다.  오프-훅  상태의  호출라인(103)을  검출하는 패스워
드  제어스위칭  장치(1)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  지정시설(5)과  연관된  디렉토리  번호를  입력하는 
호출측(3)으로  다이얼톤을  리턴한다.  네트워크  제어(12)는  호출측(3)이  고객지정시설(5)중  제한된 
시설에  액세스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수신된  디렉토리  번호로부터  인식한다.  따라서, 네트워
크  제어(12)는  라인설비(10)와  트렁크  설비(11)를  통과하는  호출측의  라인(103)을  음성  패스워드 장
치(2)로 연장하는 트렁크 그룹(112)과 연결시킨다.

제5도의  단계(70  내지  73)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트렁크 그룹
(112)의  인입하는  트렁크를  거쳐  호출라인(103)의  오프-훅  상태를  검출한다.  제2도의  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호출을  받아들여  호출측(3)에게  인가  코드를  프롬프트하는  음성응답  장치(231)와  인입 트
렁크를  결합시킨다.  수신되어  구술된  인가  코드가  유효한가가  결정되면(제5도,  단계(73)  및  제7도 
단계(96)),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액세스가  거절되었음"이란  음성  메시지를  호출측(3)에게 전
송하기  위해  텍스트-대-음성장치(235)를  제어하고  호출  연결로부터  음성  패스워드  장치(2)를 단절시
키기 위한 시이퀀스를 시작한다.

만약  수신된  인가  코드가  유효하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유효한  패스워드가  상기  수신된 인
가  코드에  대해  등록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제5도,  단계  74),  패스워드  기억장치(22100)를 검색
한다.  유효하게  등록된  패스워드를  확인하면,  제7도의  단계(90)에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0)는 디
지탈  패스워드  텍스트를  전송하여,  단계(90)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오"라는  음성  메시지를 호출측
(3)으로 전송하기 위해 음성응답장치(231)를 제어한다.

패스워드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구술된  음성  명령을  수신하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22)는  발생 패턴
과  비교  프로세스(제6도,  단계  (81))로  들어가  상술한  바와  같이,  단계(810,811)에서  검사  패턴이 
형성되고  기준  패스워드  패턴이  이전에  등록되었는가를  알아보기(단계  812)  위해  검색된다.  등록 기
준  패스워드  패턴이  확인되면(단계  812),  형성된  패스워드  검사  패턴과  등록된  기준  패스워드 패턴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동적인  타임워프  절차가  사용되고,  패스워드  검사  패턴에  신뢰  인식 계
수가  지정된다(단계  814).  만약  지정된  신뢰  인식  계수가  선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단계  815), 이
것은  유효한  패스워드를  나타내어,  기준  패스워드의  결정임계값이  갱신되고(단계  817),  제7도의 단
계(93)에서  "액세스가  허용됨"  또는  "패스워드가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호출측(3)으로  전송하기 위
해 경로 S를 거쳐 제어된다.

등록된  패스워드  "Falcon5"로써  수신된  음성  명령을  인식하는  프로그램된  패스워드(22)는  제4도의 
패스워드  번역표(22101)로부터  제한된  트렁크  그룹(110)을  식별하는  2진수  01001001로서  표시되는 
관련된  스위치  메시지를  검색한다.  제2도의  숫자  송신기(234)는  스위칭  장치(236)  및  라인(102) 또
는  트렁크  그룹(112)을  거쳐  스위치  메시지를  제1도의  네트워크  제어(12)로  전송하기  위해 버스
(230)를  통해  제어된다.  네트워크  제어(12)는  호출측  라인(103)과  제한된  트렁크  그룹(110)을  상호 
연결함으로서  스위치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며,  그것에  의해서  호출측(3)은  고객지정설비(5)중 제
한된 시설에 액세스를 하게 된다.

만약  유효  인가  코드를  가진  호출측이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등록되지  않은  패스워드를  나타내는 음
성  명령을  주게되면,  제6도의  발생  패턴  및  비교  프로세서(81)는  구술된  패스워드  검사  패턴에 지정
된  신뢰  인식값이  임계값보다  적은지를  결정한다(단계  815).  따라서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증가되고
(제7도,  단계  92),  상기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선정된  값을  초과할때까지  단계(90,81,92  및  95)가 반
복된다.  리프롬프트  카운트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텍스트-대-음성장치(235)는  액세스가 거절되었다
는 메시지를 호출측으로 리턴하도록 제어되어 음성 패스워드 장치(2)는 호출 연결로부터 단절된다.

스위칭  장치의  설비  경제성  및  효율성은  음성  패스워드로  제어되는  스위칭  장치에  의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발명이 라인 및  트렁크에 의해 스위칭 네트워크와 결합된 음성 패스워드 장치로서 기술
되었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원리에  대한  예시이며,  버스에  의해서  스위칭  장치  네트워크 
제어와  결합된  음성  패스워드로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를  구비한  것과  같은  다른  여러  장치가  본 발
명의  정신과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고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라인  및  트렁크를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제어(12)를  구비한  스위칭  장치로서 라
인  및  트렁크를  종단에  연결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에  있어서,  상기  패스워드  제어 스위
칭  장치는  라인(102)  및  트렁크(112)에  의해  네트워크  제어부에  상호  연결되며,  다른  라인  및 트렁
크에게는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를  식별하는  패스워드를  등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음성  패스워드  장치(2)를  포함하며,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호출측이  구술한  음성  명령을 
인식하기  위해  호출하는  라인  및  트렁크에  선택적으로  연결가능하며,  상기  네트워크  제어(12)를 제
어하여  상기  제한된  액세스를  갖는  라인  및  트렁크를  상기  호출하는  라인  및  트렁크와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시키기  위하여  등록되고  저장된  패스워드중  하나와  상기  구술된  음성  명령이  일치될때 동
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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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상기  스위칭  장치와  선택적으로  연결가능하며 프로그램
된  프로세서  장치(22)에  의해  제어되어,  스위칭  장치의  제한된  라인  및  트렁크에  액세스가  허가된 
임의의  호출측을  식별하는  인가  코드를  데이타  베이스  기억장치(201)에  등록하고,  상기  음성 패스워
드  장치를  구비한  스위칭  장치의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에  의해  연결된  호출측에게  인가  코드를 입
력하도록  스위칭  장치의  라인  및  트렁크를  통해  프롬프트하며,  이에  응답하여  유효한  인가  코드를 
수신하게  될때  구술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호출측을  프롬프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음성
장치(23)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음성응답장치(231)와  패스워드  단어  인식장치(232)에 
응답하여  구술된  패스워드를  수신할때  메모리  장치(22)에  기록된  등록  프로세스에  의해 인에이블되
며,  상기  수신되어  구술된  패스워드에  응답하여  패턴을  발생시키며,  상기  발생된  패턴을  상기 데이
타  베이스  기억장치(201)에  기록된  상기  등록되고  저장된  패스워드의  패턴과  일치시키며,  상기 발생
된  각  패턴이  상기  등록되고  저장된  패스워드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뢰  인식값을 계산하
고,  상기  계산된  신뢰인식값을  상기  발생된  각  패턴에  지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장치(2
2)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상기  음성  장치와  결합되어  있으며  메모리  장치(221)에 
기록된  패턴을  발생하고  비교하는  프로세스(81)에  의해  제어되며,  패턴  신뢰  인식값을  계산할때 인
에이블되고,  상기  계산된  패턴  신뢰  인식값을  비교하여  선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신뢰  인식값에 지
정된  패턴을  유효한  패스워드로  식별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220)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메모리  장치(221)에  기록된  발생  패턴이  프로그램된 시
이퀀스(94)를  네트워크  제어(12)로  전달하기  위해  인코드  스위치  메시지에  의해  제어되며,  선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신뢰  인식값에  지정된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인에이블되여,  상기  임의의  패턴을 
유효한  패스워드로서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스위치  메시지를  인코드하고,  상기  패스워드가  식별된 
제한된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와  호출측의  라인을  상호  연결시킴으로서  네트워크  제어  (12)를 제어
하여  상기  호출측이  구술한  패스워드에  의해  식별된  상기  제한된  라인  및  트렁크에  호출측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상기  라인과  연결된  라인  인터페이스  장치(21)를  경유하여  인코드된  스위치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220)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패스워드 장치는 스위칭 장치의 라인 및  트렁크에 의해 호출
측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패스워드를  등록  및  등록에  실패하는  음성  패스워드  장치에  응답하여 
메모리장치(221)에  기록된  텍스트  대  음성  시이퀀스(93,96)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중앙처리장치
(220)에  의해  인에이블되며,  호출측에게  패스워드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호
출측에게  패스워드  등록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텍스트  대  음성장치(235)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

청구항 7 

라인  및  트렁크를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제어(12)를  구비한  스위칭  장치에서 라
인  및  트렁크를  종단에  연결시키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1)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제한된 액
세스를  갖는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를  식별하며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와  결합된  호출측에  의해 구
술된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상기  구술된  음성  명령과  상기  등록된  패스워드중  하나와  일치할때 네트
워크  제어(12)를  제어하여  상기  일치되고  등록된  패스워드에  의해  식별된  제한된  액세스를  갖는 라
인  및  트렁크중  하나와  상기  호출측의  라인  및  트렁크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상호  연결시키기  위해 
호출측에서  구술된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단계(7,8,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및  제어단계는  상기  등록된  패스워드  이외에  네트워크  제어(12)와 연결
된 음성 패스워드 장치(2)에  상기 제한된 액세스를 갖는 라인 및  트렁크에 액세스가 인가된 측을 식
별하는  인가  코드를  등록하고,  스위칭  장치의  라인  및  트렁크와  결합된  호출측에게  지정된  구술된 
인가  코드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하는  단계(7)와,  유효한  인가  코드를  수신함에  따라  패스워드를 입
력하도록  호출측을  프롬프트하는  메시지를  호출측에게  전송하는  단계(90)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패스위드 제어 스위칭 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및  제어  단계는,  상기  패스워드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호출측에  의해 발
생되고  구술된  패스워드로부터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성된  패턴을  상기  등록된 패스워드
의  패턴과  일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형성된  패턴이  상기  저장된  패스워드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나
타내는  신뢰  인식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신뢰  인식값을  상기  형성된  검사  패턴에 지정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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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및  제어  단계는  상기  형성,  계산  그리고  지정  단계에  의해  산출된  상기 
형성된  패턴  신뢰  인식값을  비교하여,  선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산출된  신뢰  인식값에  지정된 패턴
을  유효한  패스워드로  식별하는  단계(81)와  상기  패턴중  하나를  유효한  패스워드로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스위치  메시지를  인코드하여,  상기  패스워드가  식별된  제한된  임의의  라인  및  트렁크와 호
출측의  라인과  트렁크를  상호  연결시킴으로서  스위칭  장치를  제어하여  상기  호출측이  구술한 패스워
드에  의해  식별된  제한된  라인  및  트렁크에  호출측의  액세스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제어
(12)에  상기  인코드된  스위치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94)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
워드 제어 스위칭 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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