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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중 전화망 백업 기능을 가진 브이 오 아이 피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는,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간

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

간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PSTN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

기간에 PSTN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에서 제2

전화기로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하여 새로운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제2 전화기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 전화기를 대기호

로 설정함으로써, 적어도 두 개 이상의 VoIP 호 또는 PSTN 호를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기존의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경우 호 대기(Call Waiting)서비스가 VoIP와 PSTN 에서 각각 이루어졌으나, 본 발

명은 VoIP와 PSTN 호 대기 서비스를 통합하여 VoIP 통화중에도 PSTN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며, 또한 PSTN 통화중에도 새로이 발생하는 VoIP 호 역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4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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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도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VoIP호가 발생

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4a 내지 도 4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VoIP호가 발생

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PSTN호가 발

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PSTN호가 발

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7a 내지 도 7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PSTN 호 통화중 PSTN호가 발

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8a 내지 도 8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PSTN호가 발

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VoIP 단말의 호 대기 서비스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 12, 12' 13 : 전화기

20 : VoIP 단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중 전화망(PSTN) 백업 기능을 가진 브이 오 아이 피(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단말에서의 호 대

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가 통화중일 때 PSTN

에서 발생하는 착신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PSTN호가 통화중일 경우 VoIP 에서 발생하는 착신호에 대해서도 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www)이라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에 따른 인터

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통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전화(VoIP 전화)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종래의 공중 전화망(PSTN) 대신에 인터넷 망이라는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신호를 패킷 형태의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공중 전화망(PSTN)은 회선 교환망으로서 정적인 스위칭을 하고, 64Kbps의 고정된 대역폭을 제공하므로 통화 품질이 보

장된다. 그러나, 인터넷망은 패킷 교환망으로서 동적인 라우팅을 하며 "Best-effort"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 품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인터넷 전화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 통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점차 폭넓게 사용되는 추세이다.

즉,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등은, 기존의 네트워크 망을 그대로 활용해 전화 서비스

를 통합 구현함으로써, 전화 사용자들이 시내전화 요금만으로 인터넷, 인트라넷 환경에서 시외 및 국제 전화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전화 통화는 인터넷 망 뿐만 아니라 공중 전화망(PSTN)을 통해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야만 그

효용성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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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같은 VoIP 전화의 장점에 따라 PSTN 전화기가 VoIP 전화 착발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전화 착신 시스템(VoIP

단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VoIP 단말은 네트워크 환경의 불안정성과 단말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프라이머리 라인(Primary Line)으로서의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VoIP 단말에 PSTN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VoIP 단말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나 네트워크 단절 등과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VoIP 대신에 PSTN 인터페이스로 전

환하는 기능이 전부였다.

따라서, VoIP 인터페이스나 PSTN 인터페이스간에 호 대기(Call Waiting)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통화중에 발생하는 다

른 인터페이스의 착신호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전혀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종래 기술에 따른 PSTN 백업(Back Up)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은 VoIP 호가 통화중일 때, PSTN 인터페이스에서 착신되

는 호를 그냥 방치하거나 또는 강제로 PSTN 인터페이스를 통화중(Busy)상태로 설정하여 착신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VoIP 호가 통화중일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VoIP 인터페이스를를 처리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PSTN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단말(20)은, 전화기(10, 11)에 VoIP 서비스를 위한 IP(WAN) 인터페이스(미도시)를 구비

하고, 전화기(12)로의 PSTN 백업 기능을 위한 PSTN 인터페이스(미도시)를 구비한다. 여기서, IP(WAN)은 LAN, HFC,

xDSL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VoIP 단말(20)의 PSTN 인터페이스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 PSTN 전화 라인을 VoIP 단말(20)에 연결 구

성한다.

이하, 상기한 구성을 갖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를 이용한 종래 기술에 따른 호 처리 방법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단말(20)은 VoIP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되는 착신호와, PSTN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

되는 착신호를 동시에 감시하게 된다.

먼저, PSTN 인터페이스 즉, PSTN 라인을 통해 수신되는 착신호에 대한 호 처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기로한다.

VoIP 단말(20)은 PSTN 전화 라인을 감시하여 PSTN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호가 감지되는지를 판단한다(S101, S102,

S103).

판단 결과, PSTN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호가 감지되면, VoIP 전화 라인을 통화중(Busy) 상태로 설정한 후(S104), PSTN

전화 라인을 통해 수신되는 착신호를 수신 전화기로 연결하여 발신 전화기와 수신 전화기간에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

는 것이다(S105).

여기서, VoIP 단말(20)의 경우, PSTN 라인를 통해 착신호가 감지된 경우, 상기 S104단계와 같이 VoIP 전화 라인을 통화

중으로 설정하지 않고, VoIP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되는 착신 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상기와 같이, PSTN 전화 라인이 통화중인 상태에서, VoIP 전화 라인을 통해 VoIP 단말(20)로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발신 전화기로 통화중 톤(Busy Tone)신호를 전송하여 VoIP 호 발신 전화기 사용자에게 현재 통화중임을 알려주거

나, 수신되는 VoIP 착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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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단말(20)은 VoIP 전화 라인을 감시하여 VoIP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호가 감지되는지를 판단한다(S201, S202,

S203).

판단 결과, VoIP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호가 감지되면, PSTN 전화 라인을 통화중(Busy) 상태로 설정한 후(S204), VoIP

전화 라인을 통해 수신되는 착신호를 수신 전화기로 연결하여 발신 전화기와 발신 전화기간에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

는 것이다(S205).

여기서, VoIP 단말(20)의 경우, VoIP 전화 라인를 통해 착신호가 감지된 경우, 상기 S204단계와 같이 PSTN 전화 라인을

통화중으로 설정하지 않고, PSTN 전화 라인을 통해 착신되는 착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상기와 같이, VoIP 전화 라인이 통화중인 상태에서, PSTN 전화 라인을 통해 PSTN 전화기로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

우, 발신 전화기로 통화중 톤(Busy Tone)신호를 전송하여 PSTN 호 발신 전화기 사용자에게 현재 통화중임을 알려주거

나, 수신되는 PSTN 착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의 호 처리 방법은, 통화중 다른 인터페이스의

착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발신자는 착신음을 수신하기 때문에 상대가 통화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계

속적으로 대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장시간 VoIP 통화중에 강제로 PSTN 인터페이스를 통화중으로 설정하면, PSTN 교환기는 PSTN 호에 대한 스위칭

에 있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가 통화중일 때 PSTN 에서 발생하는 착신호 및 PSTN호가 통화중일 경우 VoIP에서 발생하는 착

신호에 대해서 각각 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간 호 전환 서비스 방법의 일측면에 따르면, 제1 네

트워크를 통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1 네트워크 또는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제3 단말기로부터

제2 단말기로의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로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터 대기호 전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단

말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하고, 상기 대기호로 유지 설정된 제3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간에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후, 제1 및 제2 네트워크 호 인터페이스를 통화중 상태로 설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1, 2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 PSTN 중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대기호 발생 신호는, 톤 신호 또는 대기호 발생 음성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

된 대기호 전환 신호는, 상기 제2 단말기의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이다.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 네트워크 또는 제2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

의 단말기로부터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단말기의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단말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상태에서, a)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터 제1 단말기와의

호 연결 종료 신호가 수신되면, 제2 단말기로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로의 호 전환 요구 신호를 전송하고, b) 제2

단말기로부터 호 전송 요구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간에 호를

스위칭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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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 연결 종료 신호는, 후크 온(Hook-On) 신호, 상기 호 전환 요구 신호는 링 신호(Ring Signal), 상기 호 전환 요구 신

호에 대한 응답 신호는 후크 오프(Hook-Off) 신호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제1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의 VoIP 통화중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또는 PSTN 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로 VoIP 또

는 PSTN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한 후,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

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 후, 상기 VoIP 단말에 연결된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으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전환 설정하고, 상

기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상기 제2 전화기간에 VoIP 또는 PSTN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단계에서, 상기 PSTN 또는 VoIP 착신호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

기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전화기의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전화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상태에서, a)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온 신호가 수신되

면, 제1 전화기와 호 연결을 종료하고 제2 전화기로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전화기로의 호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링

(Ring) 신호를 전송하고, b)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오프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간에

호를 스위칭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제1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의 PSTN 호 통화중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로 VoIP 대

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한 후,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

호를 대기호로 설정 후, 상기 VoIP 단말에 연결된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으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전환 설정하고, 상기 대기호

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상기 제2 전화기간에 VoIP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간 호 전환 서비스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

면,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3 단말기로부터 제2 단말기로의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로 대기호 발생 신호

를 제공하고,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착신호 처리부;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

터 대기호 전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단말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하고, 상기 대기호로 유지 설정

된 제3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간에 호를 연결하는 호 스위칭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착신호 처리부는,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후, 제1 및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라인을

통화중 상태로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제1, 2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 PSTN 중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된 상태에서, 착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

는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단

말기의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단말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다.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상태에서, 호 스위칭 처리부는, a)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

부터 제1 단말기와의 호 연결 종료 신호가 수신되면, 제2 단말기로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로의 호 전환 요구 신

호를 전송하고, b) 제2 단말기로부터 호 전송 요구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간에 호를 스위칭 연결한다.

또한, VoIP 라인 인터페이스와 PSTN 라인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다른 측면에 따

르면, 상기 VoIP 또는 PSTN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1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가 VoIP 또는 PSTN 호 통화중에 제3 전화

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라인 인터페이스 또는 PSTN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VoIP 또는 PSTN 착신호가 수신되

는 경우, 제2 전화기로 VoIP 또는 PSTN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한 후,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또는 PSTN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하고,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된 후, 상기 VoIP 및 PSTN 라인 인터페이스 라인을

통화중(Busy)으로 설정하는 착신호 처리부;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VoIP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전환 설정하고, 상기 착신호 처리부에서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상기 제2

전화기간에 VoIP 또는 PSTN 호를 연결하는 호 스위칭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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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각

실시예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제1 실시예)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전화기간 VoIP 호 통화중에 다른 전화기로

부터 VoIP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호 대

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이며, 도 9는 VoIP 단말의 호 대기 서비스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VoIP 호 통화중 예를 들어, 전화기 A(10)와 전화기 X(13)가 VoIP 단말(20)의 VoIP 인터페

이스를 통해 호 연결된 상태 즉, 통화중인 상태에서,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화기 A'(11)로부터 전화기 X(13)로의 착신호

가 수신되는 경우, 도 9에 도시된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현재 VoIP 통화중인 수신 전화기 X(13)로 새로운

VoIP 호가 발생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대기 톤(Waiting Tone :wt)신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더 이상의 착신호를

수신하지 않기 위하여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PSTN 라인을 통해 전화기 B

(12)로부터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 전화기 B(12)로 통화중 신호 또는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여 PSTN 발신 전화기 B

(12) 사용자에게 현재 전화기 X(13)가 통화중임을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통화중인 수신 전화기 X(13)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VoIP 단말

(20)의 호 스위칭 처리부(22)는 현재 VoIP 통화중인 발신 전화기 A(10)와의 호를 대기호로 스위칭하여 전환하고, 전화기

X(13)와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전화기 A'(11)간에 VoIP 호를 연결하여 전화기간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과 상응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VoIP 통화중 VoIP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하

여 도 4를 참조하여 좀더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VoIP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제1 전화기(발신 전화기)와 제2 전화기(수신 전화기)간에 VoIP 호 통화중인 상태에서

(S401), VoIP 단말은 새로운 PSTN 또는 VoIP 착신호를 감시한다(S402).

만약, 제3 전화기로부터 현재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S403),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 사용

자에게 새로운 VoIP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제2 전화기로 VoIP 대기 톤신호(wt)를 발생하고, 새로운 VoIP

착신호를 발생한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하게 된다(S404).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중인 호 및 대기 중인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은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통화

중(Busy)으로 설정하게 된다(S405). 즉, 두 개의 호가 VoIP 단말에 설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전화기로부터 착신호가 수신

된 경우 착신호를 발생한 전화기의 사용자에게 현재 제2 전화기가 통화중이라는 상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전화기로 통화

중 톤 신호(Busy Tone)를 제공하기 위해 두개의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모두 통화중 상태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VoIP 라인과 PSTN 라인을 모두 통화 상태로 설정한 상태에서, VoIP 단말은 제1,2 전화기의 후크 상태를 감시하면서

(S406),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S407).

체크 결과,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면, 현재 VoIP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하고,

대기호인 제3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에 VoIP 호를 연결하여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VoIP 호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S408).

등록특허 10-0552514

- 6 -



그러나, 상기 S407단계에서,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제1 전화기가 후크 온(Hook-On)

되었는지를 체크한다(S409).

체크 결과, 제1 전화기가 후크 온 된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와 대기중인 제3 전화기간에 VoIP호를 연결하여 제2

및 제3 전화기간에 VoIP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413).

이와 같이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간에 VoIP 통화중에 제2 또는제3 전화기가 후크 온되면(S414) VoIP 단말은 두 전화기

간 VoIP 호 세션을 종료하여 VoIP 통화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415)

한편, S409 단계에서, 제1 전화기가 후크 온되지 않은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되었는지를 체크하고

(S410), 체크 결과,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된 경우, VoIP 단말은 현재 통화중인 제1 전화기와 VoIP 호 통화를 종료하고, 제

2 전화기로 링 신호를 제공한다(S411).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에서 후크 오프 신호가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대기중인 제3 전화기

로 제2 전화기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음성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대기중인 제3 전화기와의 VoIP 호 연결

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가 후크 오프된 경우에는 현재 대기중인 제3 전화기와 VoIP 호를 연결하여 제2 전

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VoIP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413).

결국,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간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

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에서 제2 전화기로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하여 새로운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제2 전화기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함으로써, 두 개의 VoIP 호를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대기호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기호를 다수 개까지 설정하고, 수신되는 다수개

의 VoIP 착신호의 수신 시간의 차이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동시에 사용자에게 적어도 두 개 이상의 VoIP 대기호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다

수개의 대기호를 설정한 경우, VoIP 착신호를 발생한 발신 전화기 사용자는 통화 대기 시간이 장시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

에 대기호의 수를 일정 수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 다수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몇 개의 착신호가 대기중인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5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전화기간 VoIP 호 통화중에 다른 전화기로

부터 PSTN 착신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5b는 도 5a에 도시된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VoIP 호 통화중 예를 들어, 전화기 A(10)와 전화기 X(13)가 VoIP 단말(20)의 VoIP 인터페

이스를 통해 호 연결된 상태 즉, 통화중인 상태에서, PSTN 망에 연결된 전화기 B(12)로부터 전화기 X(13)로의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현재 VoIP 통화중인 수신 전화기 X(13)로

새로운 PSTN 호가 발생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대기 톤(Waiting Tone :wt)신호를 제공한 후, PSTN 호 즉, 전화기 B(12)

로부터 수신된 PSTN 호를 대기호로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더 이상의 착신호를

수신하지 않기 위하여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VoIP 라인을 통해 전화기 A'(11)로부터 새로운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

우에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전화기 A'(12)로 통화중 신호 또는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여 전화기 A'(12)

사용자에게 현재 전화기 X(13)가 통화중임을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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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통화중인 전화기 X(13)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VoIP 단말(20)의

호 스위칭 처리부(22)는 현재 VoIP 통화중인 전화기 A(10)와의 호를 대기호로 스위칭하여 전환하고, 전화기 X(13)와 현

재 대기호로 설정된 전화기 B(12)간에 VoIP 호를 연결하여 전화기간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과 상응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VoIP 통화중 PSTN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

하여 도 6을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VoIP 호 통화중 PSTN호가 발생

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제1 전화기(발신 전화기)와 제2 전화기(수신 전화기)간에 VoIP 호 통화중인 상태에서

(S601), VoIP 단말은 새로운 PSTN 또는 VoIP 착신호를 감시한다(S602).

만약, 제3 전화기로부터 현재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의 PSTN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S603),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 사

용자에게 새로운 PSTN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제2 전화기로 PSTN 대기 톤신호(wt)를 발생하고, 새로운

PSTN 착신호를 발생한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하게 된다(S604).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중인 호 및 대기 중인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은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통화

중(Busy)으로 설정하게 된다(S605). 즉, 두 개의 호가 VoIP 단말에 설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전화기로부터 착신호가 수신

된 경우 착신호를 발생한 전화기의 사용자에게 현재 제2 전화기가 통화중이라는 상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전화기로 통화

중 톤 신호(Busy Tone)를 제공하기 위해 두개의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모두 통화중 상태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VoIP 라인과 PSTN 라인을 모두 통화중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VoIP 단말은 제1,2 전화기의 후크 상태를 감시하면서

(S606),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S607).

체크 결과,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면, 현재 VoIP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하고,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에 PSTN 호를 연결하여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PSTN 음성 통화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S608).

그러나, 상기 S607단계에서,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제1 전화기가 후크 온(Hook-On)

되었는지를 체크한다(S609).

체크 결과, 제1 전화기가 후크 온 된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와 대기로 설정된 제3 전화기간에 PSTN호를 연결하여

제2 및 제3 전화기간에 PSTN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613).

이와 같이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간에 PSTN 음성 통화중에 제2 또는제3 전화기가 후크 온되면(S614), VoIP 단말은 두

전화기간 호 세션을 종료하여 PSTN 통화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615).

한편, S609 단계에서, 제1 전화기가 후크 온되지 않은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되었는지를 체크하고

(S610), 체크 결과,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된 경우, VoIP 단말은 현재 통화중인 제1 전화기와 VoIP 호 통화를 종료하고, 제

2 전화기로 링 신호를 제공한다(S611).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에서 후크 오프 신호가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로 제2 전화기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음성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대기중인 제3 전화기와의 PSTN

호 연결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가 후크 오프된 경우에는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PSTN 호를 연결하

여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PSTN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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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간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

의 PSTN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에서 제2 전화기로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하여 새로운 PSTN 착신호가 수신되

었음을 제2 전화기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함으로써, 두 개의 호를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대기호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기호를 다수 개까지 설정하고, 수신되는 다수개

의 VoIP 또는 PSTN 착신호의 수신 시간의 차이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동시에 사용자에게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대기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

서, 다수개의 대기호를 설정한 경우, VoIP 착신호를 발생한 발신 전화기 사용자는 통화 대기 시간이 장시간 지연될 수 있

기 때문에 대기호의 수를 일정 수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 다수개의 VoIP 또는 PSTN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현재 몇 개의 착신호가 대기중인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도 7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전화기간 PSTN 호 통화중에 다른 전화기

로부터 VoIP 착신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연결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7b는 도 7a에 도시된

호 대기 서비스를 위한 호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PSTN 호 통화중 예를 들어, 전화기 B(12)와 전화기 X(13)가 VoIP 단말(20)의 PSTN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 연결된 상태 즉, 통화중인 상태에서, IP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전화기 A(10)로부터 전화기 X(13)로

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현재 VoIP 통화중인 수

신 전화기 X(13)로 새로운 VoIP 호가 발생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대기 톤(Waiting Tone :wt)신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더 이상의 착신호를

수신하지 않기 위하여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통화 호와 대기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VoIP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화기 A'(11)로부터 착신호가 수신되

는 경우에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전화기 A'(11)로 통화중 신호 또는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여 전화기 A'

(11)사용자에게 현재 전화기 X(13)가 통화중임을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른 전화기 B'(12')로부터 PSTN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20)의 착신호 처리부(21)는 이

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전화기 B'(12')로부터 발생한 추가적인 PSTN 호를 VoIP 단말(20)에서는 감지하기 어렵다.

이는 VoIP호는 VoIP 단말(20)에서 관리가 되지만 PSTN 호는 전화국에서 PSTN 스위치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첫 PSTN의 호의 경우 링신호의 전압을 통해서 감지가 가능하나 두 번째 PSTN 호의 경우에는 PSTN 스위치로부터 전송

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PSTN 호 대기 신호 뿐이기 때문에 이를 VoIP 단말(20)에서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PSTN 호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VoIP 단말(20)의 DSP(미도시) 모듈에서 신호를 분석해서 감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STN 대기 호 신호와 비슷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

VoIP단말(20)은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물론 도 7b의 2번과 3번 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VoIP 단말(20)의 제

어가 필요없이 PSTN 스위치가 제공하는 PSTN 대기호 서비스를 통해 도 7b의 4번 호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통화중인 수신 전화기 X(13)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VoIP 단말(20)의 호 스위

칭 처리부(22)는 현재 PSTN 통화중인 전화기 B(12)와의 호를 대기호로 스위칭하여 전환하고, 전화기 X(13)와 현재 대기

호로 설정된 전화기 A(10)간에 VoIP 호를 연결하여 전화기간 음성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과 상응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STN 통화중 VoIP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

하여 도 8을 참조하여 좀더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에서 PSTN호 통화중 VoIP호가 발생된

경우 호 대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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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제1 전화기(발신 전화기)와 제2 전화기(수신 전화기)간에 PSTN 호 통화중인 상태에서

(S801), VoIP 단말은 새로운 PSTN 또는 VoIP 착신호를 감시한다(S802).

만약, 제3 전화기로부터 현재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S803),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 사용

자에게 새로운 VoIP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제2 전화기로 VoIP 대기 톤신호(wt)를 발생하고, 새로운 VoIP

착신호를 발생한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하게 된다(S804).

이와 같이, 두 개의 호 즉, 통화중인 호 및 대기 중인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말은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통화

중(Busy)으로 설정하게 된다(S805). 즉, 두 개의 호가 VoIP 단말에 설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전화기로부터 PSTN 또는

VoIP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 착신호를 발생한 전화기의 사용자에게 현재 제2 전화기가 통화중이라는 상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전화기로 통화중 톤 신호(Busy Tone)를 제공하기 위해 두개의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을

모두 통화중 상태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VoIP 라인과 PSTN 라인을 모두 통화 상태로 설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전화기로부터 PSTN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이는

VoIP 단말에서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상기한 도 7a 및 도 7b의 설명에서 설명하였기에 그 설명은 생략하기

로 한다. 즉, 새로운 PSTN 호는 감지하기 어려우나 VoIP 단말의 DSP 모듈을 통해 이를 감지하여 새로운 PSTN 착신호를

발생한 전화기로 통화중 톤 신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두 개의 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수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되는 다수개의 VoIP 착신호의 수신 시간의

차이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동시에 사용자에게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대기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할 수 있음

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다수개의 대기호를 설정한 경우, VoIP

착신호를 발생한 발신 전화기 사용자는 통화 대기 시간이 장시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호의 수를 일정 수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 다수개의 VoIP 또는 PSTN 착신호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현재 몇 개의 착신호가 대기중인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8의 S805 단계에서와 같이 두개의 호가 설정되고, VoIP 라인 및 PSTN 라인이 통화중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VoIP 단

말은 제1,2 전화기의 후크 상태를 감시하면서(S806),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S807).

체크 결과,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면, 현재 PSTN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하

고,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에 VoIP 호를 연결하여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VoIP 통화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다(S808).

그러나, 상기 S807단계에서,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제1 전화기가 후크 온(Hook-On)

되었는지를 체크한다(S809).

체크 결과, 제1 전화기가 후크 온 된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간에 VoIP호를 연결하

여 제2 및 제3 전화기간에 VoIP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813).

이와 같이 제2 전화기와 제3 전화간에 VoIP 통화중에 제2 또는제3 전화기가 후크 온되면(S814) VoIP 단말은 두 전화기

간 VoIP 호 세션을 종료하여 VoIP 통화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815)

한편, S809 단계에서, 제1 전화기가 후크 온되지 않은 경우 VoIP 단말은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되었는지를 체크하고

(S810), 체크 결과, 제2 전화기가 후크 온된 경우, VoIP 단말은 현재 통화중인 제1 전화기와 PSTN 호 통화를 종료하고,

제2 전화기로 링 신호를 제공한다(S411).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에서 후크 오프 신호가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대기중인 제3 전화기

로 제2 전화기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음성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의 VoIP

호 연결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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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링 신호가 발생중인 제2 전화기가 후크 오프된 경우에는 현재 대기중인 제3 전화기와 VoIP 호를 연결하여 제2 전

화기와 제3 전화기간에 VoIP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813).

결국,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간에 PSTN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

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에서 제2 전화기로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하여 새로운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제2 전화기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함으로써, 적어도 두 개의 VoIP 호를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단말에서의 호 대기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는, 제1 전화기

및 제2 전화기간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1 전화

기 및 제2 전화기간에 VoIP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PSTN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1 전

화기 및 제2 전화기간에 PSTN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VoIP 단말에서 제2 전화기로 대기 톤 신호를 제공하여 새로운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제2 전화기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 전화기를 대기호로 설정함으로써, 적어도 두 개 이상의 VoIP 호 또는 PSTN 호를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결국, 기존의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경우 호 대기(Call Waiting)서비스가 VoIP와 PSTN 에서 각각 이루어

졌으나, 본 발명은 VoIP와 PSTN 호 대기 서비스를 통합하여 VoIP 통화중에도 PSTN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있도록 하며, 또한 PSTN 통화중에도 새로이 발생하는 VoIP 호 역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간 호 전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 네트워크를 통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제3 단말기로부터 제2 단말기

로의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로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터 대기호 전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단말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

하고, 상기 대기호로 유지 설정된 제3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간에 제2 네트워크를 통해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간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의 VoIP 통화중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PSTN 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로

PSTN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한 후, 제3 전화기로부터의 PSTN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 후, 상기 VoIP 단말에 연결된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Busy)으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전환 설정하

고, 상기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상기 제2 전화기간에 PSTN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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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호 발생 신호는, 톤 신호 또는 대기호 발생 음성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PSTN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단계에서,

상기 PSTN 착신호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기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PSTN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전화기

의 PSTN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전화기의 PSTN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PSTN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상태에서,

a)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온 신호가 수신되면, 제1 전화기와 호 연결을 종료하고 제2 전화기로 현재 대기

호로 설정된 제3전화기로의 PSTN호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링(Ring) 신호를 전송하고,

b)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오프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간에 PSTN 호를 스위칭 연결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 전화기와 제2 전화기간의 PSTN 호 통화중 제3 전화기로부터 제2 전화기로의 VoIP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

화기로 VoIP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한 후,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 후, 상기 VoIP 단말에 연결된 VoIP 및 PSTN 라인을 통화중

(Busy)으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플래쉬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전화기를 대기호로 전환 설정하

고, 상기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와 상기 제2 전화기간에 VoIP 호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

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호 발생 신호는, 톤 신호 또는 대기호 발생 음성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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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단계에서,

상기 PSTN 또는 VoIP 착신호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기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전

화기의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전화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화기로부터의 VoIP 착신호를 대기호로 설정한 상태에서,

a) 상기 통화중인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온 신호가 수신되면, 제1 전화기와의 호 연결을 종료하고, 제2 전화기로 현재 대

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로의 VoIP 호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링(Ring) 신호를 전송하고,

b) 제2 전화기로부터 후크 오프가 수신되는 경우 제2 전화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전화기간에 VoIP 호를 스위칭 연결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PSTN 백업 기능을 가진 VoIP 단말의 호 전환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간 호 전환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3 단

말기로부터 제2 단말기로의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로 대기호 발생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착신호 처리부;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터 대기호 전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통화중인 제1 단말기를 대기호로 스위칭 전환

하고, 상기 대기호로 유지 설정된 제3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간에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를 연결하는 호

스위칭 처리부를 포함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후, 제1 및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라인을 통화중 상태로 설

정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52514

- 13 -



상기 제1, 2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 PSTN 중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 처리부에서 제2 단말기로 제공하는 대기호 발생 신호는,

톤 신호 또는 대기호 발생 음성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호 스위칭 처리부에서,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대기호 전환 신호는, 후크 플래쉬(Hook-Flash) 신호인 단말기

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된 상태에서, 착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착신호 수신 시간차에 따라 상기 각

단말기의 착신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인 단말기의 착신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말기로부터 발생된 호를 대기호로 유지 설정한 상태에서, 호 스위칭 처리부는,

a) 상기 통화중인 제2 단말기로부터 제1 단말기와의 호 연결 종료 신호가 수신되면, 제2 단말기로 현재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로의 호 전환 요구 신호를 전송하고,

b) 제2 단말기로부터 호 전송 요구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2 단말기와 대기호로 설정된 제3 단말기간에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를 스위칭 연결하는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호 연결 종료 신호는, 후크 온(Hook-On) 신호, 상기 호 전환 요구 신호는 링 신호(Ring Signal), 상기 호 전환 요구 신

호에 대한 응답 신호는 후크 오프(Hook-Off) 신호인 단말기의 호 전환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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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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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4a

등록특허 10-0552514

- 16 -



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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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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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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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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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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