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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시된 내용은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통일된 번호체

계를 갖춘 브이오아이피 번호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PSTN 번호를 가입자 정보와 함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하여 콜 전환 기능을 부가하도록 한 서버 컴퓨터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PIN(Personal I

dentification Number)으로 정의하여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

서대로 설정하고, 기업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VNS(VoIP Numbering Service)로 정의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샤프 버튼,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며,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해당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판매함과 동시에 해당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를 회

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

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의 번호가 입력되면, 콜 전환 또는 라우팅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측에게 기업 및 개인에게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특

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를 통한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과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

장치 및 플레쉬 카드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제공하고,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이용하는 글

로벌 기업측에게 공용의 번호 제공으로 인한 고객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기업 이미지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전화 번호

체계를 이용하는 기업 및 개인 사용자들에게 기업 및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

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해 주

는 콜 전환 서비스를 통해 번호 변경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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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네트워크, VoIP, 번호, 통화, VNS(VoIP Numbering Service),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콜 전환(VCE

;VoIP Call Exchang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

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낸 순서도,

도 3 내지 도 6은 도 2의 각 서브루틴의 동작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낸 순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네트워크 통신망

200, 200a : 사용자 단말장치

210, 210a: 인터넷 전화

220, 220a : PSTN 전화

230, 230a : 개인 컴퓨터

240, 240a; 휴대폰

250, 250a : PDA

260, 260a : 인터넷 접속 단말장치

300 : 서버 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브이오아이피(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VNS(VoIP Numbering Service)로 정의된 개인 또는 

기업별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판매하고, 일반 공중회선 전화교환망(PSTN;Public S

witched Telephone Network) 번호,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등 상대방 사용자가 어느 번

호를 사용하더라도 콜 전환(call exchange)을 통해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하고자 하는 특정 컴퓨터에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

ocol/Internet Protocol)라는 공통의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방형 네트

워크로서, 기본적인 문자정보의 전달은 물론 압축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달에 이용되는 등 전자 

우편, 파일 전송, WWW(World Wide Web)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기존 산업의 전부분에 걸쳐 효율성과 생

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서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지속

적으로 창출됨은 물론, 그 영역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여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들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인터넷 광고, 인터넷 방송, 온라인 게임, 인터넷 신문/잡지, 검색 서

비스, 포탈(portal) 서비스,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등의 다양한 컨텐츠(contents)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사이트들 이외에 최근에 와서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하여 컴퓨터 사이를 바로 연결하여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브이오아이피(VoIP)는 기존의 PSTN망이 아니라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상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C

TI 기술의 하나로서, 인터넷 전화는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대표적인 솔루션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사용료가 전혀 없거나 또는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서, 상술한 인터넷 

전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개인 컴퓨터에 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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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마이크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통화하는 방법과,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개인 컴

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정 웹 사이트(web site)에 접속하여 통화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상술한 두 가지 방법은 기존의 전화기 외에 부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 전화기의 사용에 익숙한 전화 사

용자에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전술한 경우보다 더 개선된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는 기존의 일반 전화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 접속번호 및 가입

자 식별번호 등을 가지고, 먼저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 식별번호를 눌러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에 접속한 후, 다시 

가입자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발신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저렴하지만, 

일반 가입자가 발신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가입자로 착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

요금이 저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리고, 각 브이오아이피(VoIP) 사업자별로 인터넷 전화의 번호 체계가 서로 다르고, 해당 국가 번호를 지원하지 못

하여 국가별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가 서로 달라 글로벌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브이오아이피(VoIP) 

사업자별로 호환성이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전화번호를 

개인 또는 기업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기존의 전화 번호 체제를 그대로 유지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브이오

아이피(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등 상대방 사용자

가 어느 번호를 사용하더라도 PIN 또는 VNS로 정의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콜 전환 서비

스를 통해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PIN 또는 VNS로 정의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가 서

비스 이용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

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대방 사용자가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이외에 해당 사용자의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

소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콜 전환 서비스를 통해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 통신망, 복수의 사용자 단말장치 및 서버 컴퓨터로 구성되며, 서버 컴퓨터에서 통일된 번호체계를 갖춘 브

이오아이피 번호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PSTN 번호를 가입자 정보와 함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콜 전환

기능을 부가하도록 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서버 컴퓨터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PIN으로 정의하여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고, 기

업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VNS로 정의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샤프 버튼, 국가코

드의 순서대로 설정하며,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해당 브이오아

이피(VoIP) 번호를 판매함과 동시에 해당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를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단

말장치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

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의 번호가 입력되면, 콜 전환 또는 라우팅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

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을 상세

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

타낸 블록도로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통화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장치를 200으로, 통화 서비스를 요청받는 

사용자 단말장치를 200a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망(100)은 유/무선 인터넷 등의 통신망으로서, 후술되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장치(20

0)(200a)와 서버 컴퓨터(300) 사이의 통신 회선을 연결하여 상호간에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와 

관련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수의 사용자 단말장치(20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

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300)와 통신 접속을 수행한 후, 서버 컴퓨터(300)에서 제공된 양식 데이터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하

기 위한 판매 요청신호를 네트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서버 컴퓨터(300)로 출력하며, 서버 컴퓨터(300)로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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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판매 요청신호에 따른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승인 

또는 판매 불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300)로부터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승인 데이터가 입력된 이후, 소정의 비용을 서버 컴퓨터(300)측에 지불하여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요청한 특

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하고,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버 컴퓨터(300)에서 제공된 양

식 데이터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업 또는 개인별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연락 가능한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가 포함된 회원등록 데이터를 서버 컴퓨터(300)로 출

력하여 회원등록을 수행하며, 사용자가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

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면 서버 컴퓨터(300)의 제어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통화 대상의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로 연결하여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

행한다.

이때, 상술한 사용자 단말장치(200)(200a)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210)(210a), PSTN 전화(220)(

220a), 개인 컴퓨터(230)(230a), 휴대폰(240)(240a), PDA(250)(250a), 인터넷 접속 단말장치(260)(260a) 등을 사

용하며, 그 이외에 휴대 전화, PDA 등의 이동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버 컴퓨터(300)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PIN으로 정의하여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고, 기업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V

NS로 정의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샤프 버튼,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한 후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네트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통신 접속을 수행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 브

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위한 각종 정보 및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판매에 관한 데이터를 출력한 후 사용자 단말장치(200)의 요청에 따라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판매 및 회원

등록을 위한 소정의 양식 데이터를 출력하며,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브이오아이피(

VoIP) 번호 및 판매 요청신호가 입력되면 해당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 단말

장치(200)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승인 또는 판매 불가에 대한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판매 승인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구매 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사용

자가 요청한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판매하고, 사용자 단

말장치(200)로부터 기업 또는 개인별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연락 가능한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

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입력받아 회원등록을 수행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 사용자의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가 입력

되면 해당 국가(지역)별 통신 센터로 라우팅을 수행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를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제

어하며, 회원으로 등록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 사용자의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가 입력되면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해당 국가(지역)의 번호 체계 또는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체계에 맞도록 콜 전환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지역)별 통신 센터 또는 PSTN망으로 라우팅을 수행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를 통해 통화할 수 있도

록 제어한다. 이때, 서버 컴퓨터(300)에서 통화를 요청하는 사용자와 상대방 사용자를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해 연

결해 주는 서비스를 VCE(VoIP Call Exchange)라 한다.

또한, 서버 컴퓨터(300)는,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피(

VoIP) 번호를 구매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즉,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의 번호

가 입력되면, 상대방 사용자가 서버 컴퓨터(300)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콜 전환 또는 라우팅을 수행하

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300)는, 상대방의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PIN 또는 

VNS로 정의되는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이외에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입력되면, 해당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 주소

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번호로 콜 전환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

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서버 컴퓨터(300)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콜 전환 서비스(VCE)는 기

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우편 주소에 대한 콜 전환 서비스(VCE)는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 발명에 의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체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체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

에 서버 컴퓨터(300)에서는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나 PSTN 번호(또는, 고유번

호) 등이 입력되지 않고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가 입력되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를 연결하여 통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서버 컴퓨터(300)에서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즉, 개인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는 표 1에서와 같이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

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 정한다(예를 들어, 6200-6200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

는 대한민국 서울 지역의 사용자에게는 02-6200-6200-082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부여).

표 1. PIN의 번호 체계

지역 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기존 전화번호 코드(또는 고유번호 코드) 국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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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200-6200 082

그리고, 기업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는 표 2에서와 같이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 식

별자인 샤프 버튼(#),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한다(예를 들어, 6200-6200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특정 기업의 사용자에게는 6200-6200#082를 부여). 이때, 상술한 샤프 버튼(#)은 국가 식

별자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만 적용하여 사용한다.

표 2. VNS의 번호 체계

고유번호 코드 식별자 코드 국가 코드

6200-6200 # 082

특히, 서버 컴퓨터(300)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 설정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일반 P

STN 번호(또는, 고유번호)는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번호로 부여하며, 다른 사

용자들이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와 국가 식별자인 샤프 버튼 이후 각 국가 코드를 달리 입력하면(예를 들어

, 미국에 소재한 기업의 번호인 6200-6200#001이나 일본에 소재한 기업의 번호인 6200-6200#081),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을 통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300)는,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

피(VoIP) 번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플레쉬 카드(flash card)를 제공하여 해당 사용자가 플레쉬

카드에 자신의 아이디를 미리 입력한 후, 전세계 어디에서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한 사용자 단

말장치(200)에 연결하면, 서버 컴퓨터(300)를 통해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요청하는 상대방 사용

자들로부터 걸려 오는 자신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버 컴퓨터(300)는, 휴대폰, PDA, 인터넷 접속 단말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또는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서버 컴퓨터(300)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기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설치된 통신 센터를 통해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

른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들의 정보를 각 국가별 통신 센터마다 별도로 취합하여 분석할 필요없이, 중앙에서 일괄적

으로 각 국가(지역)별로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들의 정보

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판매나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국어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는,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낸 순서도이다.

우선,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300)에서 각 국가(지역)별로 통신 센터를 구

축하고,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에게 판매할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글로벌화하여 통일된 체계로 생성한 후, 브이

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시작한다(S100).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버 컴퓨터(300)에서는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 이용시 콜 신호의 라우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가(지역)별로 통신 센터를 구축한다(S110).

이때, 서버 컴퓨터(3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 이용시 콜 신호의 라우팅을 수

행하기 위한 통신 센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통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콜 신호 라우팅에 대한 제휴를 설정

하여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각 국가(지역)별로 통신 센터를 구축한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개인의 경우에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PIN

으로 정의하여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고, 기업

의 경우에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VNS로 정의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샤프 버튼,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함으로써,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체계를 글로벌하게 설정한다(S120).

그리고,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체계를 글로벌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체계에 따라 브이오아이피(VoI

P)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S130), 개인 또는 기업별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에 따른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이후 온라인 상에서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시작한다(S140).

이처럼 상술한 과정(S100)을 통해 각 국가(지역)별로 통신 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글로벌하게 체계화하여 생성한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네트

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통신 접속을 수행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위한 각종

정보 및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판매에 관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해당 사용

자의 판매 요청에 따라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를 수행한다(S200).



등록특허  10-0422410

- 6 -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버 컴퓨터(300)는 네트워크 통신망(100)을 통해 통신 접속을 수행한 특정 사용자 단말장

치(200)의 요청에 따라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 및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

라 부여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판매에 관한 안내 데이터를 출력하고(S210), 확인한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

스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한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하기 위한 구

매요청 데이터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한다(S220).

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개인 또는 기업별 특정 브이오아

이피(VoIP) 번호의 구매요청 데이터가 입력되면, 서버 컴퓨터(300)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판매에 필요한 데이

터 입력을 위한 양식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 출력한다(S230).

그리고,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및 판매 요청데이터가 입

력되는지를 판단한다(S240).

판단 결과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및 판매 요청데이터가 

입력되면, 서버 컴퓨터(300)는 해당 사용자가 요청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요청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에 대한 판매 승인 또는 판매 불가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 단말

장치(200)로 출력한다(S250).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에 대한 판매 승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한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최종 구매 선택데이터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하고(S260), 최종 구

매를 선택한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판매 승인 데이터를 출력함과 동시에 특

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구매대금의 결제를 요청한다(S270).

그리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판매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의 구매 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사용자에게 PIN 또

는 VNS의 정의에 따른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S280).

이와 같이 상술한 과정(S200)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

oIP) 번호의 판매를 수행한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각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상대방의 기업 또는 개인별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및 사용자 신원정보 등을 입력

받아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을 수행한다(S300).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버 컴퓨터(300)는 통신 접속을 진행한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브이오아이피(VoIP)

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이 요청되는지를 판단한다(S310).

판단 결과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회원등록이 요청되면, 서버 컴퓨터(300)는 회원등록을 요청한 해당 사

용자 단말장치(200)로 회원등록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소정의 양식 데이터를 출력한다(S320).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별로 부여

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연락 가능한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및 

사용자 신원정보 등이 포함된 회원등록 데이터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하고(S330), 해당 사용자가 입력한 PIN 또는 VN

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연락 가능한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

아이피(VoIP) 번호 및 사용자 신원정보 등이 포함된 회원등록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S340).

그리고,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수행의 결과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200)로 출력

한다(S350).

이제, 상술한 과정(S300)을 통해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들이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을 수행한 이후, 서버 컴퓨터(300)는 상대방 사용

자 단말장치(200a)와의 통화를 위해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상대방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의 번호가 입력되는

지를 확인하고,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해당 국가(지역)별 통신 

센터로 라우팅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해당 국가(지역)별 번호 체계 및 다른 사업자가 제공

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체계에 맞도록 콜 전환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지역)별 통신 센터 또는 PSTN망으로 

라우팅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와 연결한 후,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행하도록 제어한다(S

400).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버 컴퓨터(300)는 회원으로 등록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브이오아이피(VoI

P)를 통한 통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대방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

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한다(S410).

그리고,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의 번호가 입력되면, 입력된 상대방 사용

자의 번호가 서버 컴퓨터(300)에서 제공하는 체계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즉,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개

인 또는 기업에게 판매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인지를 판단한다(S420).

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입력된 상대방 사용자의 번호가 서버 컴퓨터(300)에서 제공하는 체계

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이면, 서버 컴퓨터(300)는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해당 국가(지역)의 통신

센터로 라우팅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를 연결하고, 해당 사용자가 상대방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

를 통한 통화를 수행하도록 한다(S430).

그러나, 상술한 단계(S420)의 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입력된 상대방 사용자의 번호가 서버 컴

퓨터(300)에서 제공하는 체계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가 아니면,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인지를 판단한

다(S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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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입력된 상대방 사용자의 번호가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이면,

서버 컴퓨터(300)는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해당 국가(지역)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체계에 맞

도록 콜 전환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지역)의 PSTN 망으로 라우팅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를 연결하고, 

해당 사용자가 상대방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행하도록 한다(S450).

그러나, 상술한 단계(S440)의 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입력된 상대방 사용자의 번호가 일반 PS

TN 번호(또는, 고유번호)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인지를 판단한다(S460).

판단 결과,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200)로부터 입력된 상대방 사용자의 번호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

(VoIP) 번호이면, 서버 컴퓨터(300)는 사용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

VoIP) 번호 체계에 맞도록 콜 전환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지역)별 통신 센터로 라우팅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

200a)를 연결하고, 해당 사용자가 상대방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행하도록 한다(S470).

한편, 상술한 과정(S400)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서버 컴퓨터(300)에서 제공하는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 사용자 단말장치(200a)를 연결하여 통화

하는 경우, 서버 컴퓨터(300)에서는 해당 사용자로부터 요금제에 따른 비용을 지불받은 후 PSTN 망관리자 또는 다른

브이오아이피(VoIP)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

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이용하는 상대방 사용자와 별다른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브이오아

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측에서는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특정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개인 또는 기업에게 판매하여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브이

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전화 등의 사용자 단말장치 및 플레쉬 카드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측에서 기업 및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PIN 또

는 VNS의 정의에 따라 개인/기업별로 설정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

업자가 제공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해 주는 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주

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 사용자들은 기존의 전화번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번호 변경 등의 불편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특정 기업에서는 VNS의 정의에 따라 글로벌하게 체계화된 공용의 브이오

아이피(VoIP) 번호 제공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일층 증가시킬 수 있음은 물론, 현재의 도메인 이름과 같이 누구나 쉽

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CRM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제품의 판매나 위치에 상관없이 전세계 고객들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요 창출 및 고객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세계 

고객들에게 자국어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상술한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

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통신망, 복수의 사용자 단말장치 및 서버 컴퓨터로 구성되며, 서버 컴퓨터에서 통일된 번호체계를 갖춘 브

이오아이피 번호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PSTN 번호를 가입자 정보와 함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콜 전환

기능을 부가하도록 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정의하여, 지역코드(또는

식별자 코드),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고,

기업에게 부여하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VNS(VoIP Numbering Service)로 정의하여,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샤프 버튼, 국가코드의 순서대로 설정하며,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해당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판매함

과 동시에 해당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를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느 하나

의 번호가 입력되면, 콜 전환 또는 라우팅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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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개인 또는 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통화 

대상의 상대방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어

느 하나의 번호가 입력되면, 상대방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콜 전환 또는 라우팅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상대방의 특정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기업 또는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일반 PSTN 번호(

또는, 고유번호) 및 다른 사업자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 이외에 해당 사용자의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가

입력되면, 해당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 주소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번호로 콜 전환을 수행하여 해

당 사용자와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

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 설정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중 일반 PSTN 번호(또는, 고유번호)

는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번호로 부여하며, 다른 사용자들이 일반 PSTN 번호(

또는, 고유번호)와 국가 식별자인 샤프 버튼 이후 각 국가 코드를 달리 입력하면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

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하여 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플레쉬 카드(flash card)를 제공하여 해당 사용자가 플레쉬 카드에 자신의 아이디를 입

력한 후 전세계 어디에서나 브이오아이피(VoIP) 통화가 가능한 사용자 단말장치에 연결하면, 브이오아이피(VoIP)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요청하는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자신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VNS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는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구매한 기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설

치된 통신 센터를 통해 브이오아이피(VoIP) 서비스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들의 

정보를 각 국가별 통신 센터마다 별도로 취합하여 분석할 필요없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각 국가별로 브이오아이피(

VoIP) 서비스를 통한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CRM(Cust

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품의 판매나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국어 서비스

를 통한 고객만족 처리를 수행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

스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휴대폰, PDA, 인터넷 접속 단말장치 사용자가 개인 또는 기업별로 PIN 또는 VNS의 정의에 따라 부여된 브이오아이

피(VoIP)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브이오아이피(VoIP) 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홈페이지 접속 및 메일링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브이오아이피(VoIP)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등록특허  10-0422410

- 9 -

청구항 17.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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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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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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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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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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