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42662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M 3/4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8월02일

10-0442662

2004년07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1-0058272 (65) 공개번호 10-2003-0025401

(22) 출원일자 2001년09월20일 (43) 공개일자 2003년03월29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승구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탄2동1211번지한국1차아파트101동911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엄인권

(54) 교환시스템에서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요약

본 발명은 교환시스템에서 통화 연결을 시도하는 호가 많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 신속히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가입자에 의한 국선 발신이 있는 경우 가입자로 부터 

미리 정해진 호 예약 입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호 예약 입력이 있으면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의 착신

측과 통화 연결될 때까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전화번호를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으로 다이얼하여 발

신 호 시도를 하는 과정과, 발신 호 시도에 따라 착신측과 통화 연결되는 국선이 있는 경우 해당 국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는 과정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교환시스템, 발신 호, 통화 예약, 발신 예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키폰시스템의 블록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신 호 예약 서비스 처리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신 호 시도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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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설 교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설 교환시스템의 내선 가입자가 국선 발신을 하였을때 착신측이 

통화중인 경우에 내선 가입자에게 발신 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화 안내 데스크, 전화 접수 창구 등으로 전화를 걸어 응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전화기를 사용

하여 국선을 시저(seizure)한 후 착신측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함으로서 발신 호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착신측

이 통화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발신 호 시도를 하거나, 전화기나 교환시스템이 제공하는 재 다

이얼 기능을 이용하여 발신 호 시도를 반복하게 된다.

한편 본원 출원인에 의해 국내 특허출원되어 1994년 12월 10일자로 공개된 특허공개번호 94-27437호(명칭: 교환

기의 재다이알 서비스 방법)는 상대 가입자가 통화중일 경우에는 일정 시간 주기로 설정된 횟수만큼 자동 재다이얼링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재다이얼링 기능을 이용하면 상대 가입자가 통화중일 경우에 발

신 가입자가 수동으로 재다이얼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환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호 재시도 서비스는 발신 가입자가 호를 시도했을 때 해당 착신 가입자가 통화중일 경

우 착신 가입자와의 호를 예약하면, 착신 가입자의 통화가 종료되었을 때 발신 가입자와 착신 가입자를 호출하여 통

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착신 가입자가 통화중일 경우 발신 가입자가 별도로 발신 호 시도를 하지 않아도

착신 가입자가 통화를 종료하였을 때, 착신 가입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착신측에 대한 발신 통화량이 폭주하는 경우라면 자동 재다이얼 또는 호 재시도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통화 연

결을 못하고 통화중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착신측이 통화를 종료하였다해도 자동 재다

이얼 또는 호 재시도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걸게 되므로 착신측이 통화 종료후 바로 다른 사람

과 통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짜증을 내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 낭비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에는 결국 통화 연결을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착신측에 대한 발신 통화량이 폭주하는 경우라면 자동 재다이얼 또는 호 재시도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하나의 국선만을 통해 호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화 연결 가능 확률이 상당히 낮게 된다. 이에따라 통화 

연결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결국에는 통화 연결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종

여러 대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착신측에 발신 호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여

러 사람이 호 시도를 해야할 뿐만아니라 여전히 많은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전화기에 의해 통

화 연결이 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호를 전환시키던지 또는 통화 연결된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함으로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화 연결을 시도하는 호가 많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 신속히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화 연결을 시도하는 호가 많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 통화 연결 확률을 높일 수 있

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가입자에 의한 국선 발신 이 있는 경우 가입자로 부터 미리 정해진 

호 예약 입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호 예약 입력이 있으면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의 착신측과 통화 연

결될 때까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전화번호를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하는 과정과, 발신 호 시도에 따라 착신측과 통화 연결되는 국선이 있는 경우 해당 국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는 과정

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이 적용되는 교환시

스템으로서 키폰시스템(keyphone system)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우선 통상적인 키폰시스템의 블록구성도를 보인 도 1을 참조하면,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10

0)는 통화 스위칭을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토록 키폰시스템의 각 부를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메모

리부(102)는 롬(ROM: Read Only Memory) 및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을 구비하며, 호 처리 및 각종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100)의 프로그램 및 초기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앙처리장치(100)의 처리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다. 중앙처리장치(100)와 국선회로(106)와 일반 가입자회로(108)와 키폰가입자 회로(110)와 

톤 공급 및 검출기(112)와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송신기(114)와 DTMF 수신기(116)에 접속되는 스

위칭회로(104)는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각종 톤(tone) 및 음성데이터를 스위칭한다. 국선회로(106)는 중

앙 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국선을 시저(seizure)하여 국선 통화루프를 형성하며 국선과 스위칭회로(104)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일반 가입자회로(108)는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는 내선 가

입자(118)에 통화전류를 공급하는 동시에 내선 가입자(118)와 스위칭회로(104)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또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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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가입자회로(108)는 링신호를 발생하는 링발생기(ring generater)를 구비하여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링신호를 내선 가입자(118)로 공급한다. 키폰 가입자회로(110)는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키폰전화기를 사

용하는 내선 가입자(120)와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내선 가입자(120)의 전원을 공급하며 내선 가입자(120)와 스

위칭회로(104)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톤 공급 및 검출기(112)는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각종 톤신

호를 발생하여 스위칭회로(104)를 통해 내선 가입자(118,120)로 출력하며, 스위칭회로(104)를 통해 입력되는 각종 

톤신호를 검출하여 중앙처리장치(100)에 제공한다. DTMF 송신기(114)는 중앙처리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DTMF

신호를 발생하여 스위칭회로(104)에 인가한다. DTMF 수신기(116)는 스위칭회로(104)에 접속되며 내선 가입자(118

,120)로부터 발생되는 DTMF신호를 디코딩(decoding)하여 중앙처리장치(100)에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키폰시스템에 있어서 내선 가입자(120)중 어느 하나의 내선 가입자의 사용자가 국선을 시저하고 

착신측 전화번호를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하는 경우에 착신측이 통화중임을 알리는 화중음(busy tone)을 들으

면, 사용자는 본 발명에 따라 해당 내선 가입자의 키폰전화기에 미리 정해진 호 예약 버튼(booking button)을 눌러 호

예약을 입력한다. 그러면 키폰시스템은 해당 내선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를 착신측과 통화 연결될때까지 

국선회로(106)에 연결된 국선들 중에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전화번호를 복수의 국선을 통해 동시 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

도를 함으로써 통화 연결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에따라 통화 연결을 시도하는 호가 많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

우에도 신속히 통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호 예약 버튼은 키폰전화기의 버튼들 중에 어느 하나의 버튼을 MMC(Man Machine Communication) 기능에 

의해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전용 버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휴지 상태의 국선들 모두를

사용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다른 내선 가입자가 국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국

선회로(106)에 연결된 국선들을 나누어 각기 다른 예약 발신 그룹의 멤버(member)로 미리 등록해 놓고, 내선 가입자

가 국선 발신을 시도할 때 시저하였던 국선이 속하는 예약 발신 그룹의 국선들 중에 휴지 상태의 국선들로 발신 호 시

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국선들을 나누어 예약 발신 그룹으로 등록하는 것은 MMC(Man Machi

ne Communication) 기능을 이용하면 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발신 호 시도를 계속하여도 착

신측과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한정으로 발신 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신 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상기한 바와 같은 발신 호 예약 서비스를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중앙처리장치(100)의 처리흐

름도를 (200)∼(216)단계로 보인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200)단계에서 내선 가입자(120)중에 어느 하나의 내선 

가입자에 의한 국선 발신이 있는 경우, 중앙처리장치(100)는 (202)단계에서 키폰 가입자회로(110)를 통해 내선 가입

자로 부터 호 예약 버튼의 입력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호 예약 버튼의 입력이 없으면 (204)단계에서 통화 종료 여부

를 검사하여 내선 가입자가 통화를 종료하면 (216)단계에서 통상적인 종료 처리를 하고, 내선 가입자가 통화 종료를 

않았으면 상기 (202)단계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착신측이 통화중인 경우에 이를 알리는 화중음을 들은 내선 가입자

의 사용자에 의한 호 예약 버튼의 입력이 있으면, (206)∼(208)단계로 진행하여 내선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국선에 

해당하는 예약 발신 그룹의 국선들중에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으로 내선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를 다이

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하고 착신측과 통화 연결되는 국선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도 3은 상기한 (206)단계의 발신 호 시도 처리에 따른 도 1의 중앙처리장치(100)의 발신 예약 그룹의 휴지 상태인 국

선들 각각에 대한 발신 호 시도 처리 흐름도를 (300)∼(312)단계로 보인 것이다. 먼저 호 예약 버튼 입력이 있는 내선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착신측의 전화번호를 국선회로(106)를 통해 해당 국선으로 다이얼한다. 다음에 (302)∼(306

)단계에서 스위칭회로(104)를 제어하여 해당 국선에 톤 공급 및 검출기(112)를 연결하고 해당 국선으로 부터 화중음

의 수신 여부와 링백톤(ring back tone)의 수신 여부를 일정 시간동안 확인한다. 만일 일정 시간이 경과할때까지 화중

음이 검출되지 않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링백톤이 검출되면 (308)단계에서 착신측과 통화 연결된 것으로 결

정한다. 이와 달리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화중음이 검출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링백톤이 검출되지 않

으면 착신측이 통화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310)단계에서 해당 국선으로 정해진 횟수 N만큼 재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

도를 하였는지 검사한다. 만일 재다이얼 횟수가 정해진 횟수 N만큼 되지 않은 경우에는 (312)단계에서 재다이얼, 즉 

LNR(Last Number Redial)하여 다시 발신 호 시도를 하고 상기한 (302)단계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재다이얼 횟수가

정해진 횟수 N만큼 되었다면 (314)단계에서 해당 국선에 대한 발신 호 시도를 종료하고 휴지 상태로 하는 종료 처리

를 한다. 따라서 내선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의 착신측과 통화 연결될 때까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적

으로 발신 호 시도를 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 착신측과 통화 연결된 것으로 결정되는 국선이 있게 되면, 상기한 (206)∼(208)단계에

서 (210)단계로 진행하여 발신 호 시도중인 나머지 국선들에 대한 발신 호 시도를 종료하고 휴지 상태로 처리하고 (2

12)∼(214)단계에서 스위칭회로(104)를 제어하여 착신측과 통화 연결된 것으로 결정된 국선을 통화 종료될 때까지 

호 예약을 한 내선 가입자에게 연결한다. 그러면 내선 가입자의 사용자는 링백톤을 듣거나 또는 착신측 사용자가 응

답하여 전화를 받는 음성을 듣고 통화 연결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내선 가입자의 사용자는 착신측 

사용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링백톤을 듣게 되고 착신측 사용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착신측 사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후 통화를 한 다 음에 통화가 종료되면 상기한 (216)단계를 수행한다.

따라서 하나의 전화번호를 여러 국선을 통해 동시 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함으로써 통화 

연결 확률을 높임으로써 통화 연결을 시도하는 호가 많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도 신속히 통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전화기만 사용하므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전화기로 호 시도를 해야하는 경우에 비해 편

리하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골프(golf) 부킹을 전화로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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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신 호 예약에 따른 발신 호 시도를 하는 동안에, 내선 가입자의 키폰전화기의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호 예약중임을 알리는 메시지(message)를 표시함과 아울러 호 예약 버튼의 LED(Light Emitting Diode)를 '온'시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한 (312)단계의 종료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내선 가입자의 키폰전화기

의 LCD에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

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키폰시스템에 적용하는 예를 들었으나, 호 예약 버튼 입력

이 가능한 가입자 전화기가 가입되는 교환시스템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나의 전화번호를 여러 국선을 통해 동시 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함으로써 통화 연결 확률을 높여 신속히 통화 연결을 할 수 있으면서도 통화 연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

람이 동시에 발신 호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의 통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환시스템의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가입자에 의한 국선 발신이 있는 경우 상기 가입자로 부터 호 예약 입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호 예약 입력이 있으면 상기 가입자가 다이얼하였던 전화번호의 착신측과 통화 연결될 때까지 미리 정해진 횟수

만큼 반복적으로 상기 전화번호를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으로 다이얼하여 발신 호 시도를 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호 시도에 따라 상기 착신측과 통화 연결되는 국선이 있는 경우 해당 국선을 상기 가입자에게 연결하는 과

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과정이, 상기 발신 호 시도중인 나머지 국선들에 대한 발신 호 시도를 종료하고 휴지 상태

로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호 시도 과정이,

상기 전화번호를 다이얼한 후 해당 국선으로 부터 화중음의 수신 여부를 일 정 시간동안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일정 시간이 경과할때까지 상기 화중음이 검출되지 않거나 링백톤이 검출되면 상기 착신측과 통화 연결된 것으

로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일정 시간내에 상기 화중음이 검출되면 상기 착신측이 통화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해당 국선으로 상기 정해

진 횟수만큼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하였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정해진 횟수만큼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전화번호를 재다이얼하여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하는 과정과,

상기 정해진 횟수만큼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선에 대한 발신 호 시도를 종료하고 휴지 상태로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하게 되는 상기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이, 모든 휴지 상태인 국선

들로 지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호 시도를 하게 되는 상기 휴지 상태인 복수의 국선이, 휴지 상태인 국선들 중

에 일부의 국선들로 지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의 국선들이, 미리 정해진 예약 발신 그룹에 등록된 국선들 중에 휴지 상태인 국선들로 지

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 호 예약 서비스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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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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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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