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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디브이알; DVR)에 관한 것으로, 특히 VoIP 방식의 인터넷 폰을 이용한 음성 통화 기

능이 탑재되어 알람 발생 상황 시에 원격지의 중앙 관제 센터와 디브이알 사이에 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디브이알과 

디브이알 사이에 인터넷 망을 통한 긴급 음성 통화 서비스 제공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현장의 디브이알에서 알람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일반 전화기가 없더라도 디브이알 측 인터넷 폰의 송수

화기를 들면, 기 설정되어 있는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을 즉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알람 발생 시에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측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를 들면, 현장의 디브이알 측 인터넷 

폰을 즉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현장의 디브이알 사이에서 인터넷 폰을 이용하여 서로 음성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터넷 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디저털 영상 저장 장치, DVR, 디브이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디브이알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디브이알의 음성 통화 접속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공개특허 10-2004-0081841

- 2 -

도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디브이알과 디브이알 사이에 음성 통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디브이알에 장착된 인터넷 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센서

20 : 인터넷 폰

30 : 디브이알

31 : USB

32 : 마이크로 폰

33 : 스피커

34 : 키 패드

40 : 비디오 카메라

50 : 네트워크

60 :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70 : 인터넷 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디브이알; DVR; digital video recorder,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

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방식의 인터넷 폰(Internet Phone)을 이용한 음성 통화 기능이 탑재되어 알

람 발생 상황 시에 중앙 관제 센터와 디브이알 사이에 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디브이알과 디브이알 사이에 인터넷 망

을 통한 긴급 음성 통화 기술에 관한 것이다.

공공 기관, 금융 창구 또는 기타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복수 개의 비디오 카

메라가 촬영하는 영상 데이터를 기록하여 모니터 하는 보안 감시용 영상 저장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촬영되

는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에 고화질의 영상을 재생 복원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의 디

브이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디브이알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엠펙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형식 등의 동영상 압축 및 복원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녹화 및 재생한다.

또한, 디브이알에 여러 개의 비디오 카메라와 함께 감시 센서 또는 알람(alarm) 경보 장치를 함께 설치하고, 비상 상

황에서 특정 센서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비디오 카메라를 연동시킴으로써, 평상시보다 고속으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종래 기술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장치는 출입 또는 도난과 같은 상황을 센서 등을 통해 감지 또는 감시

하다가 각종 비상 상황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람 출력을 이용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키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관

제 센터(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통보된다. 이 때에, 센서에 연동시켜 놓은 비디오 카메라는 고속 녹화를 위한 모드로

전환되어 영상을 녹화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초당 프레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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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래 기술의 경우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서는 해당 로컬 디브이알 측 관리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여 일반 전화망을 통해 통화 접속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욱이, 비상 사태

가 감지되어 알람이 울린 후에 해당 사이트로의 전화 통화를 위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다이얼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전화 통화를 하려 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하고 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원격지의 리모트 워크

스테이션 사이에 비상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알람이 발생했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긴급 음성 통화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음성 통화 시스템이 구비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 제1 목적에 부가하여,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 가능한 복수 개의 디지털 비디오 레

코더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 일반 전화기 없이 서로 음성 통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폰 음성 통

화 시스템이 구비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 서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 개의 디지

털 비디오 레코더(DVR;‘디브이알’이라 칭함)들 사이에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과의 사이에 음성 전화 통화를 위하

여, 상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은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 운영 체재를 탑재하고, 상기 디브

이알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유에스비 포트에는 인터넷 폰이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인터넷 폰의 스피커와 마이

크로 폰은 상기 윈도우 또는 리눅스 프로그램의 유에스비 사운드 카드로서 시스템에 인터페이스되어 오디오 신호가 

VoIP 방식으로 서로 전송되고 상기 인터넷 폰의 키패드 입력 및 송수화기 들기 등의 작동이 상기 디브이알에 응용 인

터페이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폰이 장착된 디브이알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 도1 내지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음성 통화(VoIP) 기능이 구비된 디브이알 장

치의 양호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피씨(PC; personal computer) 기반의 디브이알의 유에스비 포트(USB port)에 인터넷 폰을 연결함으로써 

원격지의 디브이알 사이에 음성 통화 는 물론, 원격지의 리모트 워크스테이션과 디브이알 사이에 음성 통화를 가능하

게 한다.

본 발명은 피씨 기반의 디브이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씨 기반의 디브이알의 운용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

oft)사의 윈도우즈(Windows) 또는 공개되어 있는 리눅스(linux) 운용 체제인 경우에 복수 개의 디브이알 각각의 유에

스비 포트에 연결된 인터넷 폰을 통해 서로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디브이알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서, 디브이

알에 연결된 센서(10)에 이상이 감지된 경우 디브이알(30)에 알람이 울리게 되고 상기 센서(10)에 연동된 카메라(40)

의 녹화가 활성화되거나 이미 녹화중인 경우 녹화 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다.

예를 들어, 알람 센서에 연동된 비디오 카메라(40)는 평소에는 초당 1∼8 프레임 정도의 비교적 낮은 녹화 속도로 영

상을 녹화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초당 30 프레임 정도의 최고속으로 녹화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로컬 디브이알

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지의 리모트 워크스테이션(60)에 비상 사태 발생이라는 이벤트(event) 정보를 자동 통보(

Emergency Notification)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원격지의 워크스테이션이란 중앙 관제 센터 또는 통제실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상이 감지된 센서(10)에 연동된 비디오 카메라(40)가 녹화 하는 고속의 영상을 원격지의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60)에 알람 이벤트와 함께 자동 전송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 때에, 알람 자동 통보와 함께 영상이 원격이 리

모트 워크스테이션에 전송되면,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서 동작 중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비상 통보를 전

송한 로컬 디브이알의 식별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60)에 연결된 인터넷 폰(70)의 송수

화기를 들게 되면 바로 해당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인터넷 폰(20)으로 통화 발신음이 울리게 할 수 있다.

즉, 종래 기술의 경우와 같이 중앙 관제 센터의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서 감시를 하는 운영자가 비상 사태를 감지한 

후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해당 디브이알이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일일이 키 패드의 다이얼 번호

를 누르는 대신에, 본 발명은 피씨 기반의 디브이알에 이미 설치된 윈도우 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인터넷 음성 통화(

VoIP)를 지원하므로 지체 없이 양측에서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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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디브이알 쪽에서도 알람 발생 시에 인터넷 전화 수화기(20)를 들면, 미리 기 설

정되어 있는 원격지의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아이피 주소(IP Address)로 별도의 주소 입력 없이 즉시 긴급 호출이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은 알람 이벤트를 전송한 로컬 디브이알의 아이피 주소를 미리 알고 있

으므로, 리모트 워크스테이션(60) 측 인터넷 폰(70)의 송수화기를 들면 곧바로 사고 발생 현장의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 (20)을 호출하도록 할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디브이알의 음성 통화 접속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를 참조

하면, 디브이알(30)의 센서 (10)에 이상이 감지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연동된 비디오 카메라는 미리 선정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단계 S100). 이어서, 디브이알(30)은 네트워크(50)를 통해 리모트 워크스테이션(60)에 알람 이벤트 

발생을 자동 통보한다(단계 S110).

그리고 나면, 이벤트 발생을 통보 받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60)은 현재 알람이 걸린 디브이알 리스트를 저장한다(단

계 S120). 비상 상황 발생을 알게된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운영자는 현장의 디브이알의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유에스비 포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30)를 들게 된다(단계 S130). 이와 같이 송수화

기를 드는 작동은 유에스비 포트를 통하여 디브이알에 신호로 전달되므로 프로그램이 이를 감지하라 수 있다. 이 때

에,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통보된 알람 이벤트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를 드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해당 디브이알(30)의 인터넷 폰(20)을 자동 호출한다(단계 S150).

반면에,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통보되어 있는 알람 이벤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모니터

에 알람 리스트를 순서대로 리스트시키고, 운영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해당 항목의 디브이알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폰을 자동 호출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다(단계 S160).

이 때에, 종래 기술과 달리 키 버튼을 일일이 눌러 전화를 거는 대신에 모니터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디브이알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전화 호출이 가능하다.

도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디브이알과 디브이알 사이에 음성 통 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면, 발신자 측 디브이알에 연결된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를 들면(단계 S200), 발신자 측 디브이알의 모니

터에는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 가능한 여러 개의 디브이알들의 아이피 입력창 또는 주소록이 표시된다(

단계 S210). 이 때에, 발신자는 원하는 디브이알을 주소록에서 선택하거나 별도의 아이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그

리고 나면, 발신자 측 디브이알이 착신자 측 디브이알을 호출하여 착신자 측 디브이알의 인터넷 전화기에는 “ 따르릉 

”과 같은 신호음이 울리게되고(단계 S220), 이어서 착신자 측 운영자가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연결된다(단계 S230

).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디브이알에 장착된 인터넷 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디브

이알 인터넷 폰은 키패드(34), 마이크로 폰(32), 스피커(33)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브이알(30)의 유에스비(USB) 포트

에 연결된다. 이 때에, 마이크로 폰(32)과 스피커(33)를 인터페이스하는 USB 사운드 카드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 또는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기본 제공된다. 한편, 송수화기 들기, 키패드 버튼 누르기 등

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하여 인터넷 폰 제조 업체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응용 인터페이스 (API)를 이용한다

.

한편, 디브이알에 접속된 인터넷 폰을 이용해서 음성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오디오 입출력 데이터는 H.323 및 G.723.1

표준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상에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넷미팅 알디케이(NetMeeting RDK) 를 이용하거나 리눅스의 공

개된 H.323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VoIP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은 후술할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다소 폭 

넓게 개설하였다. 본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특징과 장점들은 이하에서 상술될 것이다. 개시된 

본 발명의 개념과 특정 실시예는 본 발명과 유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의 설계나 수정의 기본으로 즉시 사

용될 수 있음이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발명 개념과 실시예가 본 발명의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로 수정하거나 설

계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 기술 분야의 숙

련된 사람에 의한 그와 같은 수정 또는 변경된 등가 구조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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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현장의 디브이알에서 알람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일반 전화기가 없더라도 디브이알 측 인터

넷 폰의 송수화기를 들면 기 설정되어 있는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을 즉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

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알람 발생 시에 원격지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측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를 들면, 현장의 디브이

알 측 인터넷 폰을 즉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현장의 디브이알 사이에 인터넷 폰을 이용하여 서로 음성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 서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 개의 디브이알 사이에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과

의 사이에 음성 전화 통화를 위하여, 상기 디브이알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은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 운영 체재를 

탑재하고, 상기 디브이알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유에스비 포트에는 인터넷 폰이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인터넷

폰의 스피커와 마이크로 폰은 상기 윈도우 또는 리눅스 프로그램의 유에스비 사운드 카드로서 시스템에 인터페이스

되어 오디오 신호가 VoIP 방식으로 서로 전송되고 상기 인터넷 폰의 키패드 입력 및 송수화기 들기 등의 작동이 상기

디브이알에 응용 인터페이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폰이 장착된 디브이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브이알에 입력된 센서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이벤트를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자동 통보한 경우, 운영자가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 송수화기를 들면, 상기 알람 이벤트가 전송된 디

브이알의 아이피 주소로 즉시 접속하여 해당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을 호출함으로써 현장의 운영자와 음성 통화를 진

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폰이 장착된 디브이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브이알에 입력된 센서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 이벤트를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자동 통보한 경우, 현장의 운영자가 상기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 송수화기를 들면, 기 설정되어 있는 리모트 워크스테

이션의 아이피 주소로 즉시 접속하여 해당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을 호출함으로써 음성 통화를 진행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폰이 장착된 디브이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 송수화기를 들면, 상기 디브이알 모니터에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연

결 가능한 디브이알의 주소록 또는 별도의 아이피 입력창이 표시되고, 운영자는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거나 별개의 아

이피주소를 입력하면 연결하려는 상대방 측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을 호출하여 음성 통화를 연결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폰이 장착된 디브이알.

청구항 5.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디브이알과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사이에 상기 디브이알과 리모트 워크스

테이션의 유에스비 포트 각각에 연결된 인터넷 폰을 이용하여 서로 원격지에서 음성 통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디브이알에 각종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기 이벤트는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자동 통보되고 상기 이벤

트를 통보한 디브이알의 아이피 주소 등의 식별 정보가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에 기억 저장되는 단계; 및

(b) 상기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운영자가 인터넷 폰의 송수화기를 들었을 때, 그때까지 최근 통보된 이벤트가 단 한 

개인 경우에는 해당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을 즉시 호출하여 음성 통화를 시도하고, 최근 통보된 이벤트가 복수 개 인 

경우 에는 시간 순으로 각 이벤트들을 리스트하여 보여 준 후에 운영자가 그 중 하나를선택하면 해당 아이피 주소의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을 호출하여 음성 통화를 시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브이알과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 접속 방법.

청구항 6.
네트워크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복수 개의 디브이알 각각의 유에스비 포트에 연결된 인터넷 폰을 이용하

여 서로 원격지에서 음성 통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 측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 송수화기를 들면, 발신자 측 디브이알 모니터 화면에 주소록 또는 아이피 주소 입력

창이 표시되고, 이에 발신자는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거나 별개의 아이피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 및



공개특허 10-2004-0081841

- 6 -

착신자 측 인터넷 폰에서 착신음이 울리게 되고 이에 착신자가 송수화기를 들면 착신자와 음성 통화 접속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브이알의 인터넷 폰 접속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이벤트가 발생되고 상기 리모트 워크 스테이션에 통보된 후 기 설정된 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벤트가 전혀 없는, 즉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발 상황으로 간주하여, 운영자가 디브이알 또는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 송수화기를 들더라도 즉시 접속되지 않는 대신에 주소록과 아이피 주소 입력창이 표시되

어 통화를 연결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브이알과 리모트 워크스테이션의 인터넷 폰 접속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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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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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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