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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팩시밀리.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팩시밀리 기능 수행후 음성통화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미회신메세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화상 데이터의 통신 종료 후 음성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팩시밀리의 메시지처리 방법, 이 통화 요구신호 
수신시 링신호를 공급하며 훅크오프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과정에서 일정시간 훅크오프되지 않을 
시 상대 팩시밀리의 정보 및 통신 시간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정보를 표시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팩시밀리에서 화상데이타의 통신을 완료한 임의 팩시밀리 측에서 음성통화를 요구하면, 상대 팩시밀리에 
응답하지 못할 시 이를 미회신메세지로 저장 및 표시하여 필요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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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팩시밀리의 메시지 처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팩시밀리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제2a도는 송신측 팩시밀리에서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의 프로토콜 진행 흐름도이고,

제2b도는 수신측 팩시밀리에서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의 프로토콜 진행 흐름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상대 팩시밀리에서 통화를 요구할 시 응답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팩시밀리의 메시지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상 데이터를 통신한 후 상대 팩시밀리에서 
통화를 요구할 시 응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팩시밀리는 화상데이타를 서로 교신한 후 상대 팩시밀리에 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voice 
request)이 있다. 그러나 팩시밀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통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
우 상대 팩시밀리 측에서 통화를 요구한 후 일정 수의 링신호가 발생된 후에 훅크오프하지 않으면, 팩시
밀리는 자동적으로 통화로를 단절하고 미통화메세지(call back message)를 프린트한다. 이때 팩시밀리에
서 프린트된 미통화메세지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프린트된 
미통화메세지는 분실될 우려가 많아 메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즉, 종래의 팩시밀리에서는 상
대 팩시밀리에서 통화 요구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미통화메세지를 프린트하며, 이런 경
우 미통화메세지를 분실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팩시밀리에서 상대 팩시밀리의 통화요구에 응답할 수 없을 시 상태 메시지를 저
장하여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화상 데이터의 통신 종료 후 음성 통화기능을 수
행하는 팩시밀리의 메시지 처리 방법이, 통화 요구신호 수신시 링신호를 공급하며 훅크오프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과정에서 일정시간 훅크오프되지 않을 시 상대 팩시밀리의 정보 및 통신 시간을 메모리
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1도는 팩시밀리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상기 제1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어부111은 설정된 프로
그램에 따라 팩시밀리의 송신모드, 수신모드 및 복사모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
111은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데이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수행중에 발생되는 미통화메세지를 저장하기 

6-2

1019950016002



위한  영역이  구비되어  있다.  OPE(Operating  Pannel)112는  키입력수단과  표시수단으로  구성된다.  상기 
OPE112의 키입력수단은 사용자가 각 모드의 지정 및 지정된 모드의 동작 수행을 위해 누르는 키의 데이터
를 발생하여 상기 제어부111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OPE112의 표시수단은 상기 제어부111에서 각 모드를 
수행할 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 데이터를 입력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센서부113
은 원고의 입력 유무 및 복사지의 유무를 감지하며, 감지딘 상태 신호를 상기 제어부111로 출력한다. 스
캐너114는 입력되는 원고를 이동시키며 원고 상의 화상을 스캐닝 출력한다. 화상처리부115는 상기 제어부
111의 제어하에 송신 모드 및 복사모드시 상기 스캐너114로 출력되는 화상신호를 처리하여 출력하고, 수
신모드시 전송라인을 통해 수신되는 화상신호를 처리한다. 프린트처리부116은 상기 제어부111의 제어하에 
수신모드 및 복사모드 수행시 상기 화상처리부116에서 입력되는 화상데이타를 기록지에 복사한다. 모뎀
117은 상기 제어하에 송신모드시 상기 화상처리부115가 출력하는 화상데이타를 송신 형태의 화상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고,  수신모드시  입력되는  화상신호를  상기  화상처리부115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조한다. NCU(Network Control Unit)118은 상기 제어부111의 제어하에 전송라인과 모뎀117의 송수신 통
로를 형성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팩시밀리에서 화상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여
기서 제2a도는 송신측 팩시밀리가 화상데이타를 전송한 후 음성통화를 요구할 시의 통신 진행 절차를 도
시하는 흐름도이고, 제2b도는 수신측 팩시밀리에서 화상데이타를 수신한 후 음성통화를 요구할 시의 통신
진행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제2a도는 제2b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본다.

CSI(Called  Subscriber  Identification)는  수신측  팩시밀리의  식별정보(ID  :  identification)을 
나타낸다. 여기서 식별정보는 팩시밀리의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DIS(Digital Identification Signal)는 
수신측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신측 팩시밀리의 전송속도, 해상도, 부호화 방식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  TSI(Transmitting  Subscriber  Identification)는  송신측  팩시밀리의  식별정보를  나타낸다. 

DCS(Digital Command Signal)는 상기 수신측 팩시밀리의 DIS에 대한 세트 업된 송신측 팩시밀리의 능력을 
나타낸다. TCF(Traning Check)는 두 팩시밀리 간에 세트업된 능력에 따라 화상데이타를 송신하기 전에 실
험적으로 통신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상데이타를 보내는 속도와 동일하게 1.5초간 0데이타를 
출력한다. CFR(Confirmation to Receive)은 상기 TCF를 포함하는 프리메세지(pre-message)를 정확하게 수
신하였으므로, 실제 메시지를 전송하여도 좋다는 명령어이다. PRI-Q는 PRI-EOM, PRI-EOP, PRI-MPS를 의미
하고, Q는 EOM, EOP, MPS를 의미한다. EOM(End of Message)는 메시지 전송 중에 해상도(resolution)가 바
뀌어 다음 페이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MPS(Multi Page Signal)는 한 페이지의 전송
이 종료되고 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전송할 시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EOP(End of Page)는 메시지의 전송이 
종료되어 더 이상 전송할 페이지가 없을 시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EOM, EOP, MPS는 
전송종료신호라고 칭한다. PRI-EOM(Procedure Interrupt- End or Message)는 음성통화요구키가 발생되고 
해상도가 바뀌어서 다음 페이지를 전송할 시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PRI-EOP(Procedure Interrupt- End of 
Message)는  음성통화요구키가  발생되고  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전송할  시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PRI-
MPS(Procedure Interrupt - Multi Page Sinal)는 음성통화요구키가 발생되고 전송할 다음 페이지가 없을
시 송신하는 명령어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PRI-EOM, PRI-EOP, PRI-MPS를 음성 통화를 요구하는 전송종
료신호라고 칭한다. PIP(Procedure Interrupt Positive)는 완전하게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음성통화요구키
가 발생된 후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송신되는 명령어이다. 따라서 상기 PRI-EOM, PRI-EOP, PRI-
MPS는 송신측 팩시밀리에서 음성통화를 요구할 시 발생되는 명령어이고, PIP는 수신측 팩시밀리에서 음성
통화를 요구할 시 발생되는 명령어이다.

상기 제2a도를 참조하여, 송신측 팩시밀리가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경우의 통신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211단계-217단계는 화상데이타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측 팩시밀리와 수행하는 프로토콜의 진행 절차로서, 
통신 요구 후 211단계에서 수신측 식별정보 및 수신 능력을 나타내는 CSI 및 DIS를 수신하면, 송신측 팩
시밀리는 213단계에서 송신측 식별정보 TSI 및 상기 수신측 팩시밀리의 수신 능력에 맞춰 조정한 송신측 
팩시밀리의 송신 능력 정보인 DCS를 송신한다. 이후 송신측 팩시밀리는 215단계에서 화상데이타를 전송하
는 속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TCF를 출력하며, 217단계에서 수신측 팩시밀리로부터 CFR을 수신하면 219에서 
실제 송신하고자 하는 화상데이타를 출력한다.

상기와 같이 화상데이타를 전송하는 시점에서 송신측 팩시밀리의 제어부111은 OPE112의 키입력수단을 검
사한다. 이때 상기 OPE112의 키입력수단으로부터 음성통화요구키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221
단계에서 전송되는 화상데이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음성 통화를 요구하는 전송종
료 신호 PRI-Q를 수신측 팩시밀리에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전송종료신호 PRI-Q는 
상기한 바와 같은 PRI-EOM, PRI-EOP, PRI-MPS등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신측 팩시밀리가 상기 송신측 팩시밀리로부터 음성 통화를 요구하는 전송종료신호 PRI-Q신호를 수
신하게 되면, 화상데이타의 수신을 종료한 후 제3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음성통화 요구에 대한 응답 
절차를 진행한다.

상기 제3도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300단계에서와 같이 팩시밀리의 고유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에서 음성 통화 요구신호가 수신되면, 제어부111은 3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13단계에서 NCU118을 제
어하여 전화기120에 링신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1은 315단계에서 상기 전화기120이 훅크오
프되는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전화기120의 훅크오프를 감지하면, 상기 제어부111은 323단계에서 전화
기120이 음성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종료한다.

그러나 링신호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경과되도록 상기 전화기120이 훅크오프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11은 317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319단계에서 송신측 팩시밀리의 식별정보 및 메시지 수신시
간을 미회신메세지 영역에 저장하고 미회신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1은 321단계
에서 OPE112의 표시수단에 미회신메세지 및 갯수를 표시한다. 또한 프린트처리부116을 제어하여 미회신메
세지를 프린트한다.

상기와 같이 미회신메세지가 저장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상기 OPE112의 표시수단에 상기 표시 상태를 계

6-3

1019950016002



속 유지시킨다. 이때 사용자는 표시되는 미회신메세지의 갯수를 확인한 후, OPE112의 키입력수단에서 특
정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미회신메세지를 찾아볼수 있고, 또한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프린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응답하여야 할 미회신메세지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미회신메세지를 분실
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팩시밀리에서 음성통화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미회신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때 표시되는 미회신메세지의 형태는 하기와 같다.

[표 1]

상기 제2b도 및 제3도를 참조하여 수신측 팩시밀리에서 음성통화를 요구하고 송신측 팩시밀리가 이에 응
답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송신측 팩시밀리와 수신측 팩시밀리 간에 프로토콜을 진행하여 화상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251단계-259단계의 동작은 상술한 과정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이때 수신측 팩시밀리의 제어부
111도 화상데이타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OPE112의 키입력수단으로부터 음성통화요구키 신호가 발생되는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음성통화요구키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이를 감지한다. 그리고 261단계
에서 송신측 팩시밀리로 팩시밀리로부터 전송종료신호Q를 수신하면, 263단계에서 화상데이타의 수신 종료
를 알리고 이후의 음성통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PIP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전송종료신호Q는 상기
한 바와 같이 EOM, EOP, MPS또는 EOP가 된다.

상기 송신측 팩시밀리는 상기 PIP를 수신하게 되면, 제3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여 음성통화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즉, 송신측 팩시밀리의 제어부111은 상기 PIP를 수신하게 되면, 3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링신호를 공급한다. 이때 링신호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도록 전화기120이 
훅크오프되지 않으며, 3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19단계에서 수신측 팩시밀리의 식별정보 및 메시지 수
신시간을 내부 데이터 메모리의 미회신메세지 영역에 저장하고, 미회신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 그
리고 상기 제어부111은 321단계에서 OPE112의 표시수단에 미회신메세지 및 갯수를 표시한다. 또한 프린트
처리부116을 제어하여 미회신메세지를 프린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팩시밀리의 메시지처리방법에 있어서 화상 데이터를 통신한후 상대측 팩시밀
리로부터 음성통화요구를 수신할시, 운용자가 부재중이라도 상기 상대측 팩시밀리의 식별정보 및 통화시
간을 저장 및 표시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데이터의 통신 종료후 음성통화기능을 수행하는 발신자측의 제1팩시밀리와 수진자측의 제2팩시밀리 
간의 메시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제2팩시밀리에게 통신요구신호를 전송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2팩시밀리가 상기 통신요구신호에 대응하여 자신의 식별정보와 수신능력을 상기 제1팩시
밀리로 전송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제2팩시밀리의 식별정보와 수신능력에 해당하는 송
신능력정보를 상기 제2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화상데이터를 상기 제2팩시밀
리로 전송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전송 종료후 전송종료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2팩시
밀리로부터 음성통화요구신호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음성통화요
구신호가 수신될시 링신호를 공급하며 후크오프를 검사하는 제6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일정시간내에 
후크오프가 되지 않을시 상기 제2팩시밀리의 식별정보 및 통신시간을 메모리에 미회신메시지로 저장하는 
제7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미회신메시지 및 갯수를 표시하는 제8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종료신호가 메시지종료신호, 멀티페이지신호 또는 페이지종료신호이며, 상기 
음성통화요구신호가 프로시져인터럽트포지티브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화상데이터의 통신 종료후 음성통화기능을 수행하는 발신자측의 제1팩시밀리와 수신자측의 제2팩시밀리 
간의 메시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제2팩시밀리에게 통신요구신호를 전송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2팩시밀 리가 상기 통신요구신호에 대응하여 자신의 식별정보와 수신능력을 상기 제1팩시
밀리로 전송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상기 제2팩시밀리의 식별정보와 수신능력에 해당하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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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능력정보를 상기 제2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1팩시밀리가 화상데이터를 상기 제2팩시밀
리로 전송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2팩시밀리가 상기 화상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처리하고 상기 제1팩시
밀리로부터 수신되는 전송종료신호가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검사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2팩시밀
리가 상기 음성통화를 요구하는 전송종료신호가 수신될시 링신호를 공급하며 후크오프를 검사하는 제6과
정과, 상기 제2팩시밀리가 일정시간내에 후크오프가 되지 않을시 상기 제2팩시밀리의 식별정보 및 통신시
간을 메모리에 미회신메시지로 저장하는 제7과정과, 상기 제2팩시밀리가 상기 미회신메시지 및 갯수를 표
시하는 제8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종료신호가 메시지종료신호, 멀티페이지신호 또는 페이지종료신호이며, 상기 
음성통화요구신호가 프로시져인터럽트포지티브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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