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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자간 신호방식 기능을 제공하는 팩시밀리 및 이를 이용한메시지 송수신 방법

요약

본 발명은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하여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팩시밀리에 있어서, 사용자가 종
합정보통신망의 B 채널을 사용하여 상호간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신호전송을 위해 사용되
는 D 채널로 사용자간 신호방식(UUS:User to User Signaling)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간 신호(User to User Signaling) 기능을 입력, 저장, 출력 및 송수신 할 수 있
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구성
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UUS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메시지 입력메뉴가 선택되었을 때의 실행예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4는 메시지 저장메뉴가 선택되었을 때의 실행예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5는 메시지 송신메뉴가 선택되었을 때의 실행예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6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의 실행예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7은 메시지 인쇄메뉴가 선택되었을 때의 실행예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에서의 입력 메시지 저장 및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에서의 입력 메시지 저장 및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송신 메시지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50 : 마이크로 처리장치(MPU:Micro Processor Unit)

20 : 메모리부                     30 : 스캐너부

40 : 프린터부                     50 : 센서부

60 : 모뎀부 

70,110 :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80 : 패널부                    81 : 메시지 입력키

82 : 메시지 저장키             83 : 메시지 송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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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메시지 인쇄키             85 : 숫자 및 문자 입력키

86 : 액정표시장치(LCD:Liquid Cristal Display)

87 : 사용자간 신호방식 메뉴

90 : 공중전화교환망(PSTN)라인 인터페이스부

100 : 공중전화교환망(PSTN)      120 : 코덱(CODEC:Coder-Decoder)

130:종합정보통신망 가입자 접근 제어(ISAC:ISDN Subscriber Access Control)

140 : 종합정보통신망(ISDN)라인 인터페이스부

160 : 가입자라인 인터페이스회로(SLIC:Subscriber Line Interface Circuit)

170 : 종합정보통신망(ISDN)       180 : S-인터페이스 카드

190 : UUS 장치                  210 : 제어부   

220 : 메시지 입력부             230 : 메시지 저장부  

240 : 메시지 수신부             250 : 메시지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팩시밀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S-인터페이스 카드를 내장한 팩시밀리에서 종합정
보통신망의 부가 서비스인 사용자간 신호방식(UUS:User to User Signaling)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메시지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팩시밀리는 내부에 문서에 대한 독취가 가능한 스캐너와, 데이터를 문자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와, 원거리에 있는 상대방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선과 같은 통신 수단을 
구비하여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일체화한 장치를 말한다. 

종래의 아날로그 단말을 종합정보통신망(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에 접속하여 사용하
기 위해서는 터미널 어댑터(TA:Terminal Adapter)를 사용하여 접속하였다. 그러나 터미널 어댑터를 사용
하여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단순히 터미널 어댑터가 아날로그 단말측에 수신된 디지털 음성을 아날
로그 음성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만을 실행하기 때문에 종합정보통신망의 다양한 부가기능들을 
아날로그 단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없었다.

종합정보통신망의 부가기능은 종합정보통신망 계층 3 메시지에 의해 가입자 단말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단말을 터미널 어댑터에 접속하면 단순 음성대역 신호만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므로 계층 3 메시지의 부가기능 서비스를 터미널 어댑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없었다. 

즉, 터미널 어댑터와 아날로그 단말의 접속을 이용한 종합정보통신망 접속은 단순히 종합정보통신망에 접
속하여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아날로그 단말 및 디지털 단말과의 음성대역 통신만을 수행하는 것이므
로 다양한 종합정보통신망 부가기능을 제공받기 위한 기능을 터미널 어댑터에서 별도로 구현하거나, 터미
널 어댑터와 아날로그 단말간에 특정한 통신장치를 별도로 설계하여 접속하여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터미널 어댑터에 RS-232C 직렬접속포트를 구비하고, 이와 동일한 장치를 아날로그 단말에 설
치한 후, 상호간 통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터미널 어댑터와 단말간에 구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종합정보통신망의 계층 3 메시지를 터미널 어댑터에서 해석하여 어떤 부가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를 아날로그 단말로 알려주고, 아날로그 단말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터미널 어댑터로 알
려주어야만 종합정보통신망의 부가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아날로그 단말은 부가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액정표시장치(LCD)와 같은 
표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각 기능을 선택 제공받기 위해서 부가기능 선택을 위한 부가기능 선택기능키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S-인터페이
스 장치가 내장된 팩시밀리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의 부가기능인 UUS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하여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팩
시밀리에 있어서, 사용자간 신호방식(UUS:User to User Signaling)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포함
하며, 상기 메시지 송수신 장치는 송신할 메시지를 입력하는 메시지 입력부와, 상기 입력된 메시지를 저
장하는 메시지 저장부와, 상기 저장된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메시지 송
신부와, 상기 송신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와, 상기 부분들의 입력신호를 검출하여 적절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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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메시지 입력부와, 상기 메시지 출력부는 동일한 패널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전송 메시지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전송 메시지를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송
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전송메시지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된 전송메시지를 즉시적으로 송신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저장된 전송 메시지 목록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
시된 전송 메시지 목록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전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여 표시장치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의 인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인쇄명령이 입력되었을 경
우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을 첨부된 도면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 예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종합정보통신망의 부가서비스 중, 사용자간 신호방식(UUS:User to User Signaling 이하 'UUS'라 약칭)은 
사용자가 B 채널을 통해 상호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신호 채널인 D 채널을 이
용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UUS 기능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호 접속을 요청하는 호 설정(Call Setup) 
메시지에 사용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송신하는 서비스 1과, 호 접속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사용자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 2와, 호 접속 상태에서 사용자간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 3의 세 종류가 있
다.

이와 같은 사용자간 신호는 종합정보통신망의 계층 3 메시지의 호 제어용 메시지의 정보요소로서 첨부되
어 전송되기도 하며, 단독으로 사용자간 신호라는 메시지 형태를 가지고도 송신될 수 있다. 사용자간 신
호의 송수신 방법은 ITU-T 권고안의 Q.931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구성
도이다.

먼저, 마이크로 처리장치(10)는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팩시밀리를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메모리(20)는 
프로그램데이터와 프로토콜데이터 및 문자데이터와 전송 및 수신에 관련된 작업내용이 저장되며 마이크로 
처리장치(10)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저장한다. 패널부(80)는 팩시밀리의 키데이터를 발생
시킬 수 있도록 다수개의 키와, 키데이터 발생시 이를 마이크로 처리장치(10)에 입력시키고 마이크로 처
리장치(10)의 표시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와, UUS 기능을 수행하는 UUS 장치(180)를 포함한
다. 스캐너(30)는 원고의 데이터를 스캐닝하여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데이터로 변환한 후 마이크로 처리장
치(10)에 제공한다. 모뎀(60)은 마이크로 처리장치(10)의 제어를 받아 마이크로 처리장치(10)의 출력데이
터를 아날로그 형태로 변조 출력하고 아날로그 형태의 입력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한다.

한편, 프린터(40)는 마이크로 처리장치(10)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수신된 팩스테이터를 인쇄한다. 센
서부(50)는  기록지의  잔량을  감지하거나  원고를  감지하여  이를  마이크로  처리장치(10)에  제공한다. 
UART(70,110)는 종합정보통신망(170)의 D 채널 정보를 해석한 후 사용자에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정보 및 
상호간 제어 정보를 송수신한다. CODEC(120)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도록 펄스부호변조(PC
M)한다. ISAC(130)은 D채널 제어를 위한 종합정보통신망 계층1 기능인 라인 코딩 및 라인 활성화/비활성
화 기능과, 계층2 기능인 LAPD(Link Access Procedure on the D channel)기능을 수행하고, 화상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SLIC(160)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합정보통신망 라인 인터페이
스부(140)는 종합정보통신망(170)의 신호를 인터페이싱한다. 가입자라인 인터페이스회로(SLIC)(160)는 디
지털 신호단을 아날로그 신호단으로 연결시켜 양단간의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중회선망 라
인 인터페이스부(90)는 공중회선망(100)의 신호와 종합정보통신망(170)의 신호를 인터페이싱한다. S-인터
페이스 카드(180)는 UART(110)와, 마이크로 처리장치(150)와, SLIC(160)와, CODEC(120)과, ISAC(130) 및 
ISDN 라인 인터페이스부(140)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UUS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UUS 기능을 이용하여 송신할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한 키(81)를 포함하는 메시지 입력
부(220)와, 상기 입력된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한 키(82)를 포함하는 메시지 저장부(230)와, 상기 저장된 
메시지를 UUS 기능을 이용하여 송신하기 위한 키(83)를 포함하는 메시지 송신부(260)와, 상기 송신한 메
시지를 수신하는 액정표시장치(86)에 표시하여 주는 메시지 수신부(240)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출력하
기 위한 인쇄키(84)를 포함하는 메시지 출력부(250) 및 상기 모듈들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적절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어부(21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하여 도 2 ~ 도 10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과정은 UUS 송신을 간편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 3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설명한다.

대부분의 팩시밀리는 숫자 및 문자 입력키가 있으며, 상기 키를 이용하여 알파벳을 입력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 또한, 팩시밀리의 각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선택을 위한 기능키들이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에서의 입력 메시지 저장 및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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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UUS 메뉴 중에서 임의의 메뉴를 선택하여,(S310) 상기 입력된 메뉴가 메시지 입력 명령인지, 메시
지 송신 명령인가를 판단한다.(S320, S340)

상기 판단 결과, 메시지 입력 명령일 경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치(86)에 숫자 및 문자 
입력키(85)를 사용하여 송신할 메시지를 입력한 후,(S331)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 저장 명령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한다.(S332) 

상기 판단 결과, 메시지 저장 명령이 입력되었으면 상기 입력된 송신 메시지를 메시지 저장부(230)의 지
정된 위치에 저장한다.(S333)

여기에서, 상기 송신 메시지를 곧바로 수신측으로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메시지 송신 명령이 입력되었는
지를 판단하여,(S334) 상기 판단 결과, 메시지 송신 명령이 입력되었으면 상기 입력된 송신 메시지를 전
송하게 된다.(S335)

한편, UUS 메뉴 중에서 선택한 임의의 메뉴가 메시지 송신 명령이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메
시지 저장부(230)에 저장되어있는 메시지 목록이 표시되고,(S351) 상기 표시된 메시지 목록에서 송신할 
메시지 번호를 선택하여,(S352)  상기 선택된 메시지를 송신측 액정표시장치(86)에 표시하고 수신측으로 
전송한다.(S335)

한편,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에서의 입력 메시지 저장 및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여기에서 패널부의 구성은 도 3에 구성되어 있는 UUS 메뉴들 중에서 메시지 입력키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UUS 메뉴 중에서 임의의 메뉴를 선택하여,(S410) 상기 입력된 메뉴가 메시지 저장 명령인지 메시지 
송신 명령인지를 판단한다.(S420, S460)

상기  판단  결과,  메시지  저장  명령이  입력되었으면,  새로  입력할  송신  메시지의  저장  위치를 지정한
다.(S430)

상기 저장 위치 지정 후, 액정표시장치(86)에 숫자 및 문자 입력키(85)를 사용하여 송신할 메시지를 입력
한 후,(S440) 상기 지정한 위치에 상기 입력한 송신 메시지를 저장한다.(S450)

상기 판단 결과, 메시지 송신 명령이 입력되었으면, 상기 메시지 저장부(230)에 저장되어있는 메시지 목
록이 표시된다.(S470) 

상기 표시된 메시지 목록에서 송신할 메시지 번호를 선택하여,(S480) 상기 선택된 메시지를 송신측 액정
표시장치(86)에 표시하고 수신측으로 전송한다.(S490)

한편, 수신측에서는 상기 전송된 메시지를 메시지 수신부(240)에서 수신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치(86)에 표시한 후,(S510) 메시지 인쇄 명령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여,(S520) 상기 판단 결
과,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쇄 명령이 입력되면 프린터(40)로 출력한다.(S530)

이와 같이 단말측에서 사용자간 신호를 전송하면 망측에서는 망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수신측으로 메시지
를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사용자간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망 관리자(전
화국)에 사용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
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S-인터페이스 장치를 
내장한 팩시밀리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의 부가기능인 사용자간 신호(User to User Signaling) 기능을 입력, 
저장, 출력 및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하여  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팩시밀리에  있어서,  사용자간 신호방식
(UUS:User to User Signaling)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메시지 송수신 장치는

송신할 메시지를 입력하는 메시지 입력부;

상기 입력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메시지 저장부;

상기 저장된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메시지 송신부;

상기 송신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및

상기 부분들의 입력신호를 검출하여 적절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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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입력부와, 상기 메시지 출력부는 

동일한 패널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

청구항 3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전송 메시지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전송 메시지를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간 신호방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인터페이
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메시지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된 전송메시지를 즉시적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인터페이스 카
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저장된 전송 메시지 목록을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전송 메시지 목록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전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여 표시장치에 출력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메시지의 인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 인쇄명령이 입력되었을 경우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S-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비한 팩시밀리 장치의 메시지 송수신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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