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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내망에서 사용자별로 단일 사서함 번호를 부
여하여 해당 단일 사서함 번호로 통합 메시지를 저장하고 단일 단말기로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한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외부의 전화망을 아날로그 트렁크 또는 디지털 트렁크를 통하여 접속하고 구내 팩스 기기와 구내 
전화기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는 PBX와; 상기 PBX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LAN을 통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
내 PC와 접속하여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을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는 UMS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각 사용자 별로 개별 사서함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부여된 각 개별 
사서함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는 과정과; 발신자의 통합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개별 사서함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확인된 개별 사서함 번호에 대응하는 메모리 영역에 해당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통합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사용자의 형태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형태에 따라 상기 통합 메시지의 수신을 통보하는 과정
과; 사용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요구에 따라 상기 저장된 메시지를 판독하여 상기 확인된 형태에 따라 통합 
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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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메시지(Message)를 처리하기 위한 망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 블록도.

도 3은 도 2에 있어 사용자 형태가 무선 호출기 및 이동 전화기인 경우에의 망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전화망 200 : 인터넷망(Internet Network)

300 : 구내망 400 : 무선 호출망

500 : 이동 전화망

40 : PBX(Private Branch Exchange)

50 : UMS(Unified Messaging Server)

51 : VPM(Voice Processing Module)

52 : MCM(Media Conversion Module)

53 : EMM(E-mail Module)

54 : DKU(Disk Unit)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내망에서 사용자별로 단일 사서함 번호를 부
여하여 해당 단일 사서함 번호로 통합 메시지를 저장하고 단일 단말기로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한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망의 구성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기 및 팩스(Fax) 기기를 연결하고 있
는 전화망(10)과, PC(Personal Computer)를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망(20)과, 해당 전화망(10)과 인터넷망(20)을 
연결해 주는 구내망(3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해당 구내망(30)에는 아날로그 트렁크(Analog Trunk) 또는 디지털 트렁크(Digital Trunk)를 통하여 해당 
전화망(10)에 연결되는 PBX(31)와, 내선을 통하여 해당 PBX(31)에 연결되어 있는 VMS(Voice Mail System; 32) 
및 팩스 기기(33)와, 내선을 통하여 해당 VMS(32)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34)와, LAN(Local Area Networ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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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당 인터넷망(20)에 연결되어 있는 EMS(E-mail System; 35)와, LAN을 통하여 해당 EMS(35)에 연결되
어 있는 PC(36)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해당 VMS(32)와 내선으로 연결된 전화기(34)에 의해 
음성 메일을 수신하며, 해당 EMS(35)와 LAN을 통하여 연결된 PC(36)에 의해 이-메일(E-mail)을 수신한다. 또한, 
자신에게 보내온 팩스는 해당 팩스 기기(33)에 의해 수신되어 출력되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메시지, 즉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발신자가 전화기를 이용하
여 전화망(10)을 통해 PBX(31)를 거쳐 구내망(30) 내에 있는 사용자(즉, 수신자)의 전화기(34)로 발신하는 경우에 
통화중이거나 무응답일 때 VMS(32)로 호 전환되게 하며, 이에 발신자는 해당 VMS(32)의 안내 방송에 따라 수신자
에게 하고 싶은 음성 메시지를 해당 전화망(10)을 통해 해당 PBX(31)를 거쳐 해당 VMS(32)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발신자가 팩스 기기를 이용하여 상기 전화망(10)을 통해 상기 PBX(31)를 거쳐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수
신자의 팩스 기기(33)로 발신하는 경우에 해당 팩스 기기(33)를 통해 발신자의 팩스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망(20)에 연결된 이-메일 발신자의 PC로부터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수신자의 PC(36)로 이-메일
을 발신하는 경우에 EMS(35)에 의해 해당 인터넷망(20)을 통해 수신되는 이-메일을 저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외부 전화기로 자신에게 남겨진 음성 메일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할당된 
번호로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VMS(32)에 전화를 걸어 상기 전화망(10)을 통해 PBX(31)를 거쳐 해당 VMS(3
2)에 착신한 후에 자신에게 남겨진 음성 메일을 청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용자가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전화기(34)로 음성 메일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
면, PBX(31)의 내선으로 할당된 번호로 상기 VMS(32)에 전화를 걸어 상기 VMS(32)에 착신한 후에 자신에게 남겨
진 음성 메일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사용자가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PC(36)로 이-메일을 수신하려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
용자는 해당 PC(36)를 통해 EMS(35)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에게 전송된 팩스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상기 구내망(30) 내에 있는 팩스 
기기(33)를 통해서만 해당 수신된 팩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 사용자가 음성 메일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메일을 수신하
기 위해서는 PC를 사용해야 하고 팩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팩스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즉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
하여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는 없었다.

또한, 종래의 기술에서는 사용자가 무응답이거나 통화중인 경우에만 VMS로 호 전환시켜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자에게 직접 통화하지 않고 음성 메일을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음성 메일 계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팩스 수신을 위해서는 팩스 기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팩스는 타인에게 노출되므로 보안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자는 VMS와 EMS를 각각 운용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구내망에서 개인에게 단일 사서함 번호(즉, 이-메일 주소, 
개인 사서함 전화 번호 등)를 부여하여 송신자가 해당 단일 사서함 번호로 메시지( 즉, 이-메일,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저장하고 수신자가 단일 단말기(즉, PC 또는 전화기)로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즉 하나의 단말기를 통하여 모든 메
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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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단일 단말기로 모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자와 직접 통화를 
수행하지 않고 음성 메일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단일 사서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으며, 사용자가 타인에게 노출된 팩스로 수신하기를 거부하거나 팩스를 수신하기 위하여 팩스 기기로 이동하
기 불편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단일 사서함 번호로 팩스를 수신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자 측면에서 VMS와 E
MS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UMS를 이용하여 메시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은 외부의 전화망을 
아날로그 트렁크 또는 디지털 트렁크를 통하여 접속하고 구내 팩스 기기와 구내 전화기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는 
PBX와; 상기 PBX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LAN을 통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와 접속하여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을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는 UMS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UMS는 사용자의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을 저장하는 DKU와; 내선을 통해 상기 PBX와 접속하여 음
성 호 및 팩스 호에 응답하고 상기 PBX를 통해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송수신하는 VPM과; 이-메일을 음성 메일 또는 팩
스로 변환시켜 상기 VPM으로 출력하는 MCM과; 상기 LAN을 통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와 접속해 이-메일을 수
신하여 상기 DKU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된 이-메일을 판독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 또는 상기 MCM으로 출력하
며, 상기 VPM로부터 인가되는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상기 DKU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된 음성 메일 및 팩스를 판독해 외
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 또는 상기 VPM으로 출력하는 EMM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은 각 사용자 별
로 개별 사서함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부여된 각 개별 사서함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는 과정과; 발신자
의 통합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개별 사서함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확인된 개별 사서함 번호에 대응하는 메모리 영역
에 해당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통합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사용자의 형태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형태에 따라 상기 통합 메시지의 수신을 통보하는 과정과; 사용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요구에 따라 상기 저
장된 메시지를 판독하여 상기 확인된 형태에 따라 통합 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여기서,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 통보 과정은 사용자의 형태가 이동 전화기인 경우에 인터넷망을 거쳐 이동 전화망으로 
통지 요구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전화망에서 통지 요구를 수신하여 이동 전화기로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
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르게는,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 통보 과정은 사용자의 형태가 
무선 호출기인 경우에 통지 요구를 요청하여 PBX를 통해 해당 무선 호출기의 번호로 전화하는 단계와; 전화망을 통하
여 무선 호출망에 호를 접속시켜 개별 사서함 번호를 DTMF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호출망에서 DTMF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 호출기를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PBX를 
통해 VPM으로 착신하는 단계와;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메일의 개수를 상기 PBX를 통해 외부 전
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통보하는 단계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를 통해 사용자의 청취 요구를 수신하여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메일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한 음성 메일을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르게는,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상기 판독한 이-메일을 TTS를 이용해 음성 메시지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음성 

 - 4 -



등록특허 10-0336014

 
메시지를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PBX를 
통해 VPM으로 착신하는 단계와;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메일의 개수를 상기 PBX를 통해 외부 전
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통보하는 단계와; 이-메일의 출력을 위해 지정된 팩스 기기의 전화 번호 입력을 상기 PBX를 
통해 확인하여 이-메일을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해 TTF를 이용하여 팩스 이미
지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팩스 이미지를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상기 지정된 팩스 기기로 출
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EMM에서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상
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의 목록을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출력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음성 메일 청취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을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
내 PC에서 상기 음성 메일을 수신하여 사운드로 변환시켜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다르게는,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사용자의 팩스 출력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팩스를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내 PC에서 상기 팩스를 수신하여 이미지로 
변환시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다르게는,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사용자의 이-메일 수신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
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내 PC에서 상기 이-메일을 사운드로 변환시켜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거나 이미지로 
변환시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UMS를 구비하여 내부의 VPM에서 PBX와 연결하여 음성 호 및 팩스 호에 응답하고 음성 메시지 및 팩스를 
저장하고 내부의 EMM에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이-메일을 수신하고 내부의 MCM에서 이-메일을 음성으로 변환 및 이
-메일을 팩스로 변환하고 내부의 DKU에서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개별 사서함 번호 부여를 통해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해 준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음성 메
일 박스 번호를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가 전화기를 통해 음성 메일을 팩스로 저장하고 팩스 데이터를 사용자의 메일 박
스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전화기 또는 PC로 모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메시지 도착 시에 이
동 중인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의 전화망(100)을 아날로
그 트렁크 또는 디지털 트렁크를 통하여 접속하고 구내 팩스 기기와 구내 전화기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는 PBX
(40)와, 해당 PBX(40)를 내선을 통하여 접속하고 구내 PC를 LAN을 통하여 접속하고 외부의 인터넷망(200)을 LAN
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는 UMS(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해당 외부 전화망(100)은 외부 전화기 및 외부 
팩스 기기와 접속되어 있으며, 해당 외부 인터넷망(200)은 외부 PC와 다양한 통신 회선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해
당 PC는 음성 메일을 청취할 수 있기 위한 VTS(Voice to Sound) 프로그램(Program)과 팩스를 수신할 수 있기 위한 
FTI(Fax to Image)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
    

다르게는, 사용자 형태가 무선 호출기 및 이동 전화기인 경우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외부 전화망(100)은 
무선 호출망(400)과 접속되어 해당 무선 호출망(400)을 통해 무선 호출기로 무선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
며, 해당 외부 인터넷망(200)은 이동 전화망(500)의 SMS(Short Message Server)와 접속되어 해당 SMS를 통해 
이동 전화기로 메시지 도착 통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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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UMS(50)는 VPM(51)과 MCM(52)와, EMM(53)과, DKU(5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VPM(51)은 내선을 통하여 상기 PBX(40)와 접속하여 음성 호 및 팩스 호에 응답하고 음성 메시지 및 팩스 메시
지를 저장하였다가 상기 EMM(53)으로 전달해 주며, 상기 MCM(52) 또는 EMM(53)으로부터 인가되는 음성 메시지 
및 팩스 메시지를 상기 PBX(40)로 출력해 준다.

상기 MCM(52)은 상기 VPM(51)과 EMM(53) 사이에 연결되어 해당 EMM(53)를 통해 인가받은 이-메일을 음성 메
시지 또는 팩스 메시지로 변환시켜 준다.

상기 EMM(53)은 LAN을 통하여 외부 인터넷망과 구내 PC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수신하여 상기 DKU(54)에 저장시
키고 상기 VPM(51)로부터 인가되는 음성 메시지 및 팩스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DKU(54)에 저장시키며, 이-메일 
또는 음성 메시지와 팩스 메시지를 상기 DKU(54)에서 판독하여 외부 인터넷망과 구내 PC, 상기 MCM(52) 또는 상기 
VPM(51)으로 전달해 준다.

상기 DKU(54)는 상기 EMM(53)에 연결되어 음성 메시지 및 팩스 메시지 또는 이-메일 데이터를 사용자의 메일 박
스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 준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을 도 4의 플로우챠트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내망(300) 내에 구비되어 있는 UMS(50)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사용자별 개별 사서함 번호), 즉 이-
메일 주소, 음성 메일 박스 전화 번호 등을 부여받도록 하는데, 즉 각 사용자는 이-메일을 수신하기 위하여 이-메일 
주소, 예로 'X@A.com'을 부여받고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수신하기 위하여 음성 메일 박스 번호, 예로 'Tel-N'을 부여
받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망(200)을 통하여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발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메일 박스 이-메일 주
소는 'X@A.com'이며, 전화망(100)을 통하여 음성 메일이나 팩스를 사용자에게 발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메
일 박스 전화 번호는 'Tel-N'이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별로 부여된 개별 사서함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을 해당 UMS(50) 내에 구비되어 있는 DK
U(54)에 할당해 준다(단계 S1).

이에, 상기 UMS(50)에서는 외부의 망(100, 200) 또는 구내망(300)으로부터 입력되는 통합 메시지(즉, 음성 메시지, 
팩스 메시지 및 이-메일)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 메일 박스 이-메일 주소 또는 상기 사용자 메일 박스 전화 번호를 
확인하며, 해당 수신된 통합 메시지를 해당 확인된 사용자 메일 박스 이-메일 주소 또는 상기 사용자 메일 박스 전화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상기 UMS(50) 내에 구비되어 있는 VPM(51)은 PBX(40)를 통하여 걸려온 전화 호 또는 팩스 호에 대
하여 응답해 주며, 해당 전화 호인 경우에 발신자로부터 남기고 싶어하는 음성 메시지를 해당 PBX(40)를 통하여 수신
하여 저장하며, 해당 팩스 호인 경우에 해당 PBX(40)를 통하여 자동으로 발신 팩스 기기의 팩스 톤을 인지하여 팩스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팩스 메시지를 저장해 준다. 그리고, 해당 VPM(51)에 저장되어진 음성 메시지 또는 팩스 메시지
는 상기 UMS(50) 내에 구비되어 있는 EMM(53)으로 전달되어지며, 해당 EMM(53)은 음성 메시지 또는 팩스 메시
지를 상기 DKU(54) 내의 사용자 메일 박스 전화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시켜 준다.
    

또한, 상기 EMM(53)은 구내망(300)의 PC 또는 인터넷망(200)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입력되는 이-메
일을 확인하여 수신하며, 해당 수신된 이-메일을 상기 DKU(54) 내의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
에 저장시켜 준다(단계 S2).

이 때, 상기 제2단계(S2)에서 통합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해당 통합 메시지의 도착을 통보해 주는데, 사
용자의 형태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형태에 따라 해당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보해 준다(단계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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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용자의 형태가 이동 전화기인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이동 전화기로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지하기 위해서, 
상기 EMM(53)은 인터넷망(200)을 통하여 이동 전화망(500) 내의 이동 전화 사업자인 SMS로 통지 요구를 요청하며, 
해당 SMS는 이동 전화기로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지해 준다.

    
또한, 사용자의 형태가 무선 호출기인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무선 호출기로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지하기 위해서, 상기 
EMM(53)은 상기 VPM(51)으로 무선 호출기를 호출하기 위한 통지 요구를 요청하며, 상기 VPM(51)은 상기 PBX(
40) 측에 해당 무선 호출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된다. 이에, 상기 PBX(40)는 전화망(100)을 통하여 무선 호출망(
400)에 호를 접속하게 되며, 무선 호출망(400)에서 응답을 수신하게 되면 상기 VPM(51)에 알려주며, 상기 VPM(5
1)은 사용자 메일 박스 전화 번호를 DTMF로 전달해 주고 호를 복구하며, 해당 무선 호출망(400)은 상기 VPM(51)으
로부터 입력된 DTMF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호출기를 호출해 준다.
    

그런 후, 사용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요구에 따라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팩스 메시
지 또는 이-메일을 판독하여 상기 확인된 사용자의 형태에 따라 전화기, 팩스 기기 또는 PC 측으로 출력시켜 준다(단
계 S4). 해당 제4단계(S4)의 동작 수행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외부 전화기를 통하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작으로, 사용자가 외부 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망(100)을 통해 구내망(300)의 PBX(40) 측으로 
자신의 메일 박스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해당 PBX(40)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상기 VPM(51)으로 착신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에, 상기 VPM(51)은 현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신규 음성 메시지의 개수 또는 신규 이-메일 개수를 상
기 PBX(40)를 통해 전화망(100)을 거쳐 외부 전화기의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DKU(54)
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판독하여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도록 출력시켜 준다.

    
이 때,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EMM(53)에서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를 판독하여 상기 VPM(51)에 전달해 주며, 상기 VPM(51)은 해당 음성 메시지를 상기 PBX(40)를 거쳐 전화
망(100)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EMM(53)에서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하여 MCM(52)에 전달해 주며, 해당 MCM(52)은 TTS(Text to S
peech)를 이용하여 해당 이-메일을 음성 메시지로 변환시켜 상기 VPM(51)로 전달해 주며, 상기 VPM(51)은 해당 
음성 메시지를 상기 PBX(40)를 거쳐 전화망(100)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구내 전화기를 통하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작으로, 사용자가 구내 전화기로 단축 키(Key)를 사용하여 상기 PBX(40)에 자신의 메일 박스 전
화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상기 PBX(40)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상기 VPM(51)으로 착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상기 VPM(51)은 현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신규 음성 메시지의 개수 또는 신규 이-메일 개수를 사
용자에게 알려준 후에,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EMM(53)에서 상기 DKU(54)에 저장
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를 판독하여 상기 VPM(51)에 전달해 주며, 상기 VPM(51)은 해당 음성 메시지를 상기 PBX(
4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EMM(53)에서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을 판독하여 상기 MCM(52)에 전달해 주며, 상기 MCM(52)은 TTS를 이용하여 해당 이-메일을 음성 메시지로 변환
시켜 상기 VPM(51)로 전달해 주며, 상기 VPM(51)은 해당 음성 메시지를 상기 PBX(4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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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사용자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호를 접속하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외부 
팩스 기기 또는 구내 팩스 기기를 통하여 팩스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작으로, 사용자가 외부 전화기 또는 구
내 전화기를 사용하여 상기 PBX(40)에 자신의 메일 박스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상기 PBX(40)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상기 VPM(51)으로 착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상기 VPM(51)은 현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신규 음성 메시지의 개수 또는 신규 이-메일 개수를 사
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때, 사용자가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지정된 팩스 기기로 출력하기 위해서 
해당 팩스 기기의 전화 번호를 DTMF(Dual Tone Multi-frequency)로 상기 PBX(40)를 통해 상기 VPM(51)에 인
가하면, 상기 VPM(51)은 상기 EMM(53)에게 이-메일을 요구하게 되며, 상기 EMM(53)은 해당 요구에 따라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하여 상기 MCM(52)에 전달해 준다.
    

이에 따라, 상기 MCM(52)은 TTF(Text to Fax)를 이용하여 상기 EMM(53)으로부터 인가받은 이-메일을 팩스 이
미지(즉, 팩스 메시지)로 변환시켜 상기 VPM(51)로 전달해 주며, 상기 VPM(51)은 해당 팩스 메시지를 상기 PBX(
40)를 통해 상기 지정된 팩스 기기로 전화를 걸어 전송해 준다.

네 번째로, 사용자가 PC를 통하여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즉, 음성 메시지, 팩스 메시지 또는 이
-메일)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작으로, 사용자가 외부 PC 또는 구내 PC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일 박스 이-
메일 주소로 전화를 걸게 되면, 상기 EMM(53)에서는 해당 PC와 접속되어 이를 확인하여 모든 신규 메시지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EMM(53)은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를 판독하여 상기 PC로 전달해 줌으로써, 상기 PC는 해당 음성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VTS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 음성 메시지를 사운드로 변환시켜 상기 PC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Speaker)를 통하여 사용자에 들려
준다.

또한, 사용자가 팩스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EMM(53)은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팩스 메시지
를 판독하여 상기 PC로 전달해 줌으로써, 상기 PC는 해당 팩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FTI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 팩스 메시지를 이미지로 변환시켜 상기 PC의 화면에 출력시켜 준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EMM(53)은 상기 DKU(54)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
하여 상기 PC로 전달해 줌으로써 상기 PC의 화면을 통해 이-메일을 볼 수 있고 상기 PC의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해 사용자는 단일 단말기(즉, 전화기 또는 PC)로 모든 메시지(즉, 음성 메일, 이-메일 및 팩
스)를 수신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자와 직접 통화를 수행하지 않고 음성 메일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
용자에게 부여된 음성 메일 박스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타인에게 노출된 팩스로 수신하기를 거부하거나 팩스를 수신하기 위하여 팩스 기기로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음성 메일 박스의 전화 번호로 팩스를 수신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자는 
VMS와 EMS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UMS를 이용하여 메시지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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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사용자의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을 저장하는 DKU와;

내선을 통해 PBX와 접속하여 음성 호 및 팩스 호에 응답하고 해당 PBX를 통해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송수신하는 VPM
과;

이-메일을 음성 메일 또는 팩스로 변환시켜 상기 VPM으로 출력하는 MCM과;

LAN을 통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와 접속해 이-메일을 수신하여 상기 DKU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된 이-메일을 
판독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 또는 상기 MCM으로 출력하며, 상기 VPM로부터 인가되는 음성 메일 및 팩스를 상
기 DKU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된 음성 메일 및 팩스를 판독해 외부 인터넷망 및 구내 PC 또는 상기 VPM으로 출력하는 
EMM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

청구항 3.

각 사용자 별로 개별 사서함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부여된 각 개별 사서함 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는 과
정과;

발신자의 통합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개별 사서함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확인된 개별 사서함 번호에 대응하는 메모리 
영역에 해당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통합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사용자의 형태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형태에 따라 상기 통합 메시지의 수신을 통
보하는 과정과;

사용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해당 확인된 요구에 따라 상기 저장된 메시지를 판독하여 상기 확인된 형태에 따라 통합 메
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 통보 과정은 사용자의 형태가 이동 전화기인 경우에 인터넷망을 거쳐 이동 전화망으로 통지 요
구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전화망에서 통지 요구를 수신하여 이동 전화기로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을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수신 통보 과정은 사용자의 형태가 무선 호출기인 경우에 통지 요구를 요청하여 PBX를 통해 해당 무
선 호출기의 번호로 전화하는 단계와;

전화망을 통하여 무선 호출망에 호를 접속시켜 개별 사서함 번호를 DTMF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호출망에서 DTMF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 호출기를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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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PBX를 통해 
VPM으로 착신하는 단계와;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메일의 개수를 상기 PBX를 통해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통보하는 
단계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를 통해 사용자의 청취 요구를 수신하여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
메일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한 음성 메일을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상기 판독한 이-메일을 TTS를 이용해 음성 메시지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음성 메시지를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PBX를 통해 
VPM으로 착신하는 단계와;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 또는 이-메일의 개수를 상기 PBX를 통해 외부 전화기 또는 구내 전화기로 통보하는 
단계와;

이-메일의 출력을 위해 지정된 팩스 기기의 전화 번호 입력을 상기 PBX를 통해 확인하여 이-메일을 요구하는 단계와
;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해 TTF를 이용하여 팩스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팩스 이미지를 상기 VPM을 통해 상기 PBX를 거쳐 상기 지정된 팩스 기기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EMM에서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부터 개별 사서함 번호의 입력을 확인하여 상기 DK
U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의 목록을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출력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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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음성 메일 청취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일을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내 PC에서 상기 음성 메일을 수신하여 사운드로 변환시켜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사용자의 팩스 출력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팩스를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내 PC에서 상기 팩스를 수신하여 이미지로 변환시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메시지 출력 과정은 사용자의 이-메일 수신 요구 시에 상기 DKU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판독해 외부 
PC 또는 구내 PC로 전달하는 단계와;

외부 PC 또는 구내 PC에서 상기 이-메일을 사운드로 변환시켜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거나 이미지로 변환시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내망에서 통합 메시징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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