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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네트워크 및 그 네트워크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경로의 실시간 사용자 선택을 위한 운
영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 프로파일과 무관하게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 경로의 활성화 및 선택을 실시간으로 제어한다.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 및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네트워크에서, 음성 단말 및 컴퓨터 단말은 공유 음성 및 데이터 단말에 결합
된다. 디지털 가입자 라인 억세스 멀티플렉서는 공유 음성 및 데이터 단말에 결합되고,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에 결합되며, 지능 스위치를 통해 음성 네트워크에 결합된다. 클라이
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는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에 의해 권한부여된 데이터 및 음성 기
능과 전송 경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가능한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는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트래픽을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로 지도하는 신호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멀티플렉서 및 스위치
에 링크된다. 컴퓨터 단말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정의된 네트워크 프로파일 및/또는 전통적인 트래픽 
가정에 무관하게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
성화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로부터 얻어진 메뉴를 디스플레이한다.

대표도

도3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화 네트워크에서 음성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블록도.

제2도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블록도.

제3(a)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내의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에 대한 억세스를 실시간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통신 네트워크의 블
록도.

제3(b)도는 제3(a)도의 동작을 개시하기 위한 흐름도.

제3(ca)도 내지 제3(cc)도는 제3(a)도의 시스템에서 사용자로부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로의 음
성 및/또는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흐름도.

제3(da)도 내지 제3(df)도는 제3(a)도의 시스템에서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수신되는 인입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지도하기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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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스위치                     14 : SCP

15 : 데이터베이스               16 : 신호 링크

18 : STP                        20 : PS수

24 : 데이터 네트워크            32 : 월드 와이드 웹 서버

34 : 사용자 스테이션            36 : 전화기

38 : 컴퓨터                     40 : SVD

42 : DSLAM                    

44 : 지역 교환기 월드 와이드 웹 서버 및 인터페이스

46,48,50 : 신호 경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테메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사전-정의된(pre-defined) 네트워크 프로파일 및 
오퍼링(offerings)에 무관한 통신 링크에서의 음성(voice) 및/또는 데이터 경로의 실시간 사용자 선택을 
위한 운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전화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트래픽이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반송(carry)되
는가에 관한 기능 및 정의의 가용성(availability)은 사전-권한부여된(pre-authorized) 전화 기능(예, 콜 
폴로우잉(call following), 콜 트레이스(call trace) 등)이나, 또는 특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특수 서
비스 제공자로 다이얼링 하는 것(예,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제공자로 다이얼링 하는 것)에 의해 
제어된다. 이들 예에서, 호 처리 역할은 통상적으로 캐리어(carrier)의 서비스 표본(representative)에 
의해 미리 설정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 데이터 트래픽은 특수 데이터 네트워크에 의해 반송되며, 다른 
트래픽(예, 음성, 팩스, 비디오 등)은 회선 교환(“음성”) 네트워크에 의해 반송된다. 전화 음성 네트워
크에 ltdj서,  전화  시스템상의 가입자에게 이용가능한 음성  서비스를 정의하는 고도의 지능 네트워크
(Advanced Intelligent Network)(AIN)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전화 회사 및 
사설 캐리어 모두에, 네트워크상의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SDN) 오퍼링이 존재한다. 프로파일 및 오퍼링은 종단 사용자가 그 요구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미리 결정된 네트워크 구성이다. 통상적인 오퍼링은 루트 및 용량(capacities)을 변화시키며, 사용
자는 한 프로파일 또는 오퍼링으로부터 다른 프로파일 또는 오퍼링으로 변경하기 위해 캐리어내의 관리 
시스템으로 로그 온(log on) 할 것이 요구된다. AIN 및 SDN 기능을 위한 기본 제어 엘리먼트는 특수 캐리
어내에 존재하며, 능력(capabilities)은 그것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설정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요구는 작업부하 수요 변화와 같이 거의 매일 변화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에 대한 대역폭 또는 전송 경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전화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자를 미리 취급하는 것에 의한 사용자의 통신 요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지연은 사용자 자신의 요구나 
또는  고객의  요구에  상황  요구(situation  demands)로서  서비스하는데  있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 요구를 위한 서비스의 형태, 대역폭, 전송 경
로 및 레벨을 사전-정의된 네트워크 프로파일 및/또는 전통적인 트래픽 가정과 무관하게 실시간에 근거하
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정의된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무관하게,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
신 요구 및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경로를 실시간으로 사용에 앞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네트워크 
및 운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 형태를 실시간으로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운영 컴퓨터 단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전-정의된 네트워크 구성과 무관하게 사용자 선택에 따라 음성 및/또는 데이
터 경로 사이에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지도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내의 프로그램 가능한 클라이언트 서
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디폴트에 의지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컴퓨터-디스플레이 메뉴를 이
용한 운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공유 음성 및 데이터 단말에 결합된 컴퓨터 단말 및 음성 단말을 포
함하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실현된다. 공유 음성 및 데이터 단말에는 디지털 

14-2

1019970061604



신호 라인 억세스 멀티플렉서가 결합된다. 이 멀티플렉서는 또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
이터 네트워크에 결합되고, 지능 스위치를 통해 음성 네트워크에 결합된다.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
는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네트워크-권한부여 데이터 및 음성 기능과 전송 경로를 나타내는 프로그
램 가능한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지도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및 스위치에 연결된다.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스위치 및 음
성 네트워크에는, 클라이언트 서버에 의해 지도된 바와 같이 음성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지도하기 위한 
신호 경로를 통해 서비스 제어 수단이 연결된다. 컴퓨터 단말은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
크-권한부여 서비스 및 이용가능한 전송 경로를 나타내는,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로부터 얻어진 메
뉴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이들 메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사전-권한부여 없
이 네트워크 관리와 무관하게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활
성화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첨부도면과 다음의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전에, 고객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송 또는 호출(call)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통신 네트
워크, 특히 전화 회사에 의해 사용되는 현재의 음성 및 데이터 시스템 및 그 실시에서의 약간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본 발명의 장점 및 특징이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것
이다.

제1도에서, 전화(10)는 고도의 지능 네트워크(AIN)의 일부로서 도시되어 있다. 전화로부터 시작하는 호출
은 그 전화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14)로 전송하는 
신호 스위칭 포인트(SSP)(도시 안됨)를 포함하는 중앙국 스위치(12)로 전송된다. 이 메시지는 신호 링크
(16)를 거쳐 신호 전송 포인트(18)을 통해 전송되는데, 이 신호 전송 포인트는 SSP와 SCP 사이에서 메시
지를 왕복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SCP는 호출을 루팅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의해 고객-특정 정보 또는 사
용자 프로파일이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15)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이다. SCP(14) 네트워크 방향설정은 
적용할 호출 처리 규칙을 판단하는 사용자 식별자(ID) 및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SCP는 사용자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메시지를 스위치(12)로 전송한다. SCP는 또한 스위치(12)에 
의해  전송되는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메시지를  메시지  링크(16)를  통해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
(PSTN)(20)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SCP에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해 전화 회사와 접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출 전송 루팅이나 서비스 형태 또는 대역폭을 거의 또는 전혀 제어하지 않는다.

제2도에는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22) 또는 다른 데이터 
단말 장비는 모뎀 또는 게이트웨이(26)를 통해,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24)에 접속된다. 통상적으로, 모뎀(26)은 정보 서비스 제공자(28)에 억세스하기 위해 캐
리어(carrier)(지역 전화 회사)(12)에 접속된다. 다이얼-인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지역 전화 스위치
(12)는 첫 번째 접촉(contact) 포인트이다. 호출은, 다이얼된 디지트에 근거하여, 전화 회사를 통해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접속된 아웃렛(outlet)으로 루팅된다. 만일 데이터 세션이 게이트웨이 또는 전용 라인
(leased line)을 통과하면, 억세스 네트워크는 전화 회사가 되게 되며, 회선(circuit)은 스위치를 통해 
통과되거나 스위치를 바이패스하여, 곧바로 정보 서비스 제공자로 나아갈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데이
터 호출은 데이터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음성 네트워크의 일부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 제공자
(28)는 데이터 호출을 수신하기 위한 모뎀(30)을 포함하며, 인터넷의 경우에 데이터 네트워크(24)에 억세
스하기 위해 월드 와이드 웹 서버(32)에 접속된다. 또한, 루팅, 서비스 레벨 및 대역폭을 변경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는 그 사용자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해 전화 회사와 교신해야 하며, 그 소프트웨어-정의
(software-defined) 네트워크를 변경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와 교신해야 한다.

본 발명은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한계 및 제한을 극복한다. 특히, 제3(a)도는 
외부 사용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어떤 네트워크, 즉 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
의 트래픽을 반송(carry)할 것인지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변형을 
도시하고 있다.

제3(a)도에서, 공중 교환 전화 음성 네트워크(20) 및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24)는 본 발명의 원
리에 따라,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20, 24)에 접속된 가입자(37)에게 음성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그 AIN 프로파일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한 형태에 있어서, 
사용자 스테이션(34)은 표준형 전화기(36) 및 컴퓨터(38)를 포함하는데, 이들 두 장치는 모두 공유 음성/
데이터 단말(40)을 통해 지역 전화 회사(41)에 접속된다. 이들 장치(36, 38, 40)는 이 기술 분야에 잘 알
려져 있다. 단말(40)의 출력은 디지털 가입자 라인 억세스 멀티플렉서(DSLAM)(42)에 의해 수신된다. 이 
멀티플렉서(4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성 채널 및 고속 데이터 채널이 동일한 접속상의 동일한 세션
에서 접속되도록 허용하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라인(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ADSL) 기술 
또는 어떤 다른 광대역 기술을 지원한다. 이 멀티플렉서(42)는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을 멀티플렉스 및 디
멀티플렉스하여  적절한  데이터  또는  음성  네트워크에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음성  채널은  기본 텔코
(Telco)(전화 회사) 스위치로 진행하도록 미리 결정되고, 데이터 채널은 데이터 네트워크 억세스 포인트
로 진행하도록 미리 결정된다. 이와 같은 멀티플렉서(42)는 이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으며, Westel, 
Motorola, Lucent 등을 포함하여 몇몇 회사에 의해 제조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코드 수정을 포함하는 DSLAM 장치(42)는 이벤트에 의한 루팅(per-event routing)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
의 외부 제어를 허용한다. 스위치(12)의 한 출력은 제1도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신호 링크(16)를 
통해 SCP(14) 및 STP(18)의 제어하에 네트워크(20)로 제공된다. 멀티플렉서(42)로부터의 제2 출력은 월드 
와이드 웹 서버(32)와 지역 교환기 월드 와이드 웹 서버 및 인터페이스(local exchange world wide web 
server and interface)(LEC)(44)를 통해 네트워크(20)에 제공된다. 서버(44)는 표준형이며, 사용자 스테
이션(34)과 프로그램가능한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를 설정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44)는 또한, 
지역 전화 회사(Telco)(43)내의 신호 경로(46, 48, 50)를 통해 각각 SCP(14), 스위치(12), 및 멀티플렉서
(42)에 연결된다. 서버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전화 회사 사이의 절충에 의해 수정되는 바와 같이, 지역 
전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20, 24)로의 음성 또는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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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장된 명령어를 포함한다.

사용중에, 사용자는 지역 전화 회사에 의해 권한부여된 바와 같은 허가된 기능의 메뉴를 제공하는 서버
(44)로 로그-인 한다. 만일 제공된 기능이 모두 스위치 및/또는 장치(42)에 국부적인 것이면, 서버는 필
요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호 경로(48, 50)를 통해 이들 장치와 직접 대화한다. 만일 이들 기능이 
SCP(14)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면, 서버는 전술한 바와 같이 AIN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해 SCP(14)에 연
결될 수 있다. 지역 운영 회사가 데이터 네트워크로 하여금 음성을 반송하고 음성 네트워크로 하여금 데
이터를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서버(44)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 종단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사용
자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된 메뉴로부터 서비스하는 네트워크를 실시간으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메뉴(도시 안됨)는 컴퓨터 단말(38) 상에 디스플레이되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지역 전화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절충된 바와 같은 권한부여된 서비스 및 전송 경로
를 정의한다. 이 메뉴는 그 음성 및 데이터 요구 변경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클
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44)는 사용자로 하여금 인입/송출 트래픽을 선택하고 방향설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스위치(12)를 통해 네트워크(20)로, 또는 서버(32)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24)로 음성 또는 데이터
를 루팅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서버는 신호 경로를 통해 멀티플렉서로 연결된다. 지능 스위치는 
한 쪽 단부가 멀티플렉서에 접속되고, 다른 쪽 단부가 음성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이제, 제3(b)도, 제3(ca)도 내지 제3(cd)도, 및 제3(da)도 내지 제3(dd)도를 참조하여 제3(a)도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제3(b)도에 있어서, PSTN(20) 및 데이터 네트워크(24)에서의 음성 및 데이터의 종
단 사용자 제어는 단계(300)에서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전화 회사 정책에 의해 
권한부여된 대역폭, 서버스 레벨과 음성 및 데이터 경로에 대해 지역 전화 회사와 절충한다. 사용자-전화 
회사 절충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SCP(14), 스위치(12),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44) 및 멀티플렉
서(42)에서의 사용자 AIN 프로파일의 갱신을 프로그램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전화 회사 또는 사용자에 
의해 단계(302)가 수행된다.

이제, 제3(ca)도 내지 제3(cc)도를 참조하여, 네트워크(20, 24)에 대해 사용자 스테이션(34)에서 시작된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설명되게 된다. 사용자 스테이션(34)에서 시작된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설명되게 된다. 사용자 스테이션(34)의 상태는 단계(304)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가 “예”
이면, 트래픽이 수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노드 “C”로 향하게 하는데, 
이 노드에서 제3(da)도 내지 제3(dd)도를 참조하여 후술되게 되는 바와 같은 수신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사용자 스테이션은 유휴상태가 되고, 사용자는 서버(44)로의 접속 이후에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PC 클라이언트 코드 스크린을 이용하여 단계(306)에서 트래픽을 개시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단계(308)에서는, 전화 또는 음성 트래픽이 개시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결과
가 “예”이면, 연산(310)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내의 음성 전용 인디케이터(voice only indicator)를 셋트
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A”로 이동한다.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12)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
한 검사를 개시한다. 그 결과가 “예”이면, 단계(314)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내의 “데이터 전용” 인디
케이터를 셋트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A”로 이동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16)에
서, 클라이언트 코드내의 “데이터 및 음성 인디케이터”를 셋트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A”로 이
동한다.

단계(318)에서, 컴퓨터(38)내의 클라이언트 코드는 공유 음성/데이터 장치(40)를 초기화한다. 다음에, 단
계(320)에서 이 장치(40)는 사용자 스테이션(34)으로부터 시작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지도하기 
위해 멀티플렉서(42)를 활성화시킨다. 단계(322)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네트워크(20, 24)내의 이용가능
한 트래픽 기능에 대한 억세스를 위해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44)로 로그-온 한다. 다음에, 단계
(324)에서, 서버는, 예를 들어, PSTN을 통한 음성, PSTN을 통한 데이터, IP를 통한 음성, IP를 통한 데이
터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열거하는 메뉴를 사용자 스테이
션(34)에 제고하기 위해 PC 클라이언트 코드와 대화한다. 다음에, 단계(326)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
페이스(44)는 단계(324)에서 서버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성 및 데이터 경로
의 루팅을 변경하기 위해 각각 신호 경로(48, 46, 50)를 통해 스위치(12), SCP(14). 또는 멀티플렉서(4
2)와 대화한다.

단계(328)에서, 멀티플렉서(42)는 예를 들어, 통상적인 음성 및 데이터 경로를 통해 사용자-선택 네트워
크를 경유하여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루팅하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각각 TCP/IP 및 T1을 통
해 이루어진다.

단계(330)에서,  음성  또는  데이터  트래픽은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20,  24)에서 포인트간(point-to-
point)에 진행되고, 멀티플렉서 및 사용자 스테이션은 전화 회사 관례(practice)에 의해 권한부여된 바와 
같은 중간-호출 기능(mid-call features)을 지원한다.

단계(332)에서, 송신측 또는 수신측이 분리되고, 루팅 경로가 표준 관례에 따라 네트워크(20, 24)에 의해 
비활성화될 때 트래픽이 종료된다.

단계(334)에서,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빌링(billing) 데이터가 스위치, 멀티플렉서 및 서버(44)
에 의해 빌딩 시스템(도시 안됨)으로 전송되고, 이후 전송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이제, 제3(da)도 내지 제3(dd)도를 참조하여, 노드 “C”에서 입력되는 음성 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사용
자 스테이션(34)에 의해 수신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네트워크(20, 24)로부터의 인입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은 단계(336)에서 멀티플렉서(42)로 루팅된다. 단계(338, 340, 342)에서는 이후 설명되
는 바와 같이 트래픽의 형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단계(338)에서, 멀티플렉서(42)는 음성 데이터에 대해 트래픽을 검사한다. 만일 결과가 “예”이면, 단계
(339)에서 멀티플렉서는 PSTN 음성 인디케이터 신호를 컴퓨터(38)로 제공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
D”로 이동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40)에서 PATN 내의 데이터 검사가 이루어진다.

단계(340)에서, 멀티플렉서는 데이터에 대해 PSTN 트래픽을 검사한다. 단계(338) 또는 단계(340)에서, 데
이터 기술을 표준 보이스 오버 데이터 기술(standard voice over data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음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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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혼합(intermix)될 수도 있다. 만일 결과가 “예”이면, 단계(341)에서, 멀티플렉서(42)는 PSTN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인디케이터로 PC(38)에 신호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D”로 이동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42)에서 네트워크내의 음성 검사가 개시된다.

단계(342)에서,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가 음성인지 판단하기 위해 멀티플렉서에서 네트워크 트
래픽이 검사된다. 또한, 이 트래픽도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기술을 이용하여 허용된 바와 같이 혼합
된 음성 및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단계(342)에서의 결과가 “예”이면, 단계(343)에서, 멀티플렉서는 
IP 음성 인디케이터로 PC(38)에 신호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노드 “D”로 이동한다. 만일 결과가 “아니
오”이면, 단계(345)에서,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인디케이터로 PC에 신호하고, 이
후 프로그램은 노드 “D”로 이동한다.

노드 “D”에서, 프로그램은 단계(350)에서 시작되어, PC가 활성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 
스테이션이 검사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검사 단계(351)에서, 음성 또는 PSTN 네트워크 호출
이 수신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일 결과가 “예”이면, 검사 단계(353)에서, 그 호
출이 음성 호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그 결과가 “예”이면, 프로그램은 노드 “F”로 이동한다. 
만일 결과가 “아니오”이면, 프로그램은 노드 “G”로 이동한다.

만일 단계(350)에서 결과가 “예”이면, 단계(352)에서, 음성 호출 인디케이터가 수신되었는지 판단한다. 
만일 그 결과가 “예”이면, 단계(355)에서, 컴퓨터상의 PSTN 음성 네트워크 도달 처리 스크린을 셋트한
다. 이후, 단계(357)에서는, 경우에 따라, 트래픽을 전화기로 전송하거나, 음성 메일 또는 전자-메일로 
전송하거나,  또는  홀드하거나  회송(forward)한다.  만일  단계(356)에서의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
(354)에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 PSTN 트래픽이 검사된다. 만일 그 결과가 “예”이면, 
단계(356)에서,  컴퓨터(38)상의 데이터 네트워크 도달 처리 스크린을 셋트하고,  이후 프로세스는 단계
(357)로 이동한다. 단계(354)에서의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63)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호출에 대
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디케이터를 검사한다. 만일 그 결과가 “예”이면, 단계(365)에서, 컴퓨터(38)상의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도달 처리 스크린을 셋트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단계(357)로 이동한다.

단계(363)에서의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367)에서,  컴퓨터(38)상의 음성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도달 처리 스크린을 셋트하고, 이후 프로세스는 단계((357)로 이동한다.

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상에서의 상이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단계(357)의 완료 이후에, 프
로세스는 제3(dc)도의 노드 “H”로 이동하며, 단계(369)에서 컴퓨터(38)는 사용자 스테이션(34)으로의 
인입 트래픽의 배달시 멀티플렉서에 명령한다. 이 명령어는 컴퓨터에 대한 대역폭 또는 채널 할당을 포함
할 수도 있으며, 이후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코드 처리를 이용하여 종료된다.

다시 제3(db)도의 단계(351)로 되돌아 가면, 노드 “E”는 제3(dd)도의 단계(370)에서 시작되어, 정상적
인 데이터 네트워크 타임 아웃을 제공한다. 단계(370)의 완료시, 단계(372)가 시작되어, 표준 데이터 네
트워크 처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메일박스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이후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다시 제3(db)도의 단계(353)로 되돌아 가면, 그 결과가 “예”라는 것은 제3(de)도의 노드 “F”로 프로
세스를 이동시키고, 단계(354)에서는 표준 전화 판례를 이용하여 전화기(36)를 올리게 되며, 이후 프로세
스는  종료된다.  단계(353)에서의  결과가  “아니오”이면,  프로세스는  제3(df)도의  노드  “G”로 

이동하고, 단계(359)에서 모뎀에 의해 표준 복조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이후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발명의 효과

요약하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서버(44)에 포함된 외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호출씩을 기반으
로하여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호출이 설정
되고 있을 때, 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트래픽을 다른 네트워크로 방향설정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형
태의 트래픽을 반송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
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44)는, 사용자의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20, 24)로의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지도하는데 있어 SCP 및 멀티플렉서(42)를 제어하도록 한 
호출씩에 기반하여 전송기능이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로 설명되었지만, 특허청구의 번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
위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와 무관하게,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을 위한 전송 경
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를 위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a) 네
트워크로부터 음성 및/또는 데이터 전송을 억세스 또는 수신하기 위한 단말 수단; b) 상기 단말 수단에 
결합된 음성 및 데이터 멀티플렉서; c) 한 쪽 단부가 상기 멀티플렉서에 결합되고, 다른 쪽 단부가 음성 
네트워크에 결합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스위치; d) 상기 멀티플렉서 및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프로그램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상기 인터페이스는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권한부여된 네트
워크 데이터 및 음성 기능과 전송 경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가능한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
터페이스는 또한,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로/로부터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있
어 멀티플렉서 및 스위치의 동작을 지도하기 위해 신호 경로를 통해 멀티플렉서 및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
음-; e) 신호 경로를 통해 상기 인터페이스, 상기 스위치 및 상기 멀티플렉서에 연결되어, 상기 인터페이
스로부터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명령어에 따라 음성 네트워크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지도
하기 위한 제어 수단; 및 f)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와 무관하게 상기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데
이터에 근거하여 그 메뉴로부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서비스 및 전
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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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장비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수단에 포함된 컴퓨터 및 음성 장치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어에 따라 음성 또
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방향설정하기 위한 디지털 가입자 라인 억세스 멀티플렉서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에 결합하기 위한 서버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 서버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어에 따라 음성 또는 데이터를 
음성 네트워크로 방향설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어에 따라 음성 또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로 방향설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상기 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가능한 서비
스  및  전송  경로를  나타내는  메뉴를  단말  장비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상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전송 경로를 변경하도록 상
기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에 따라 상기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
크내의 전송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스위치, 상기 멀티플렉서, 및 상기 음성 네트워크내의 서비스 제
어 포인트로 명령어를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네트워크는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이고,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는 분산형 
정보 시스템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형 정보 시스템은 인터넷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멀티플렉서에 결합된 단말 수단; 상기 멀티플렉서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기 멀티플렉서 및 공중 교환 네트워크에 결합된 스위치; 및 신호 경로를 통해 상
기 인터페이스 및 상기 스위치에 결합된 연결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
한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에 무관하게 상기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명령어에 따라 데이
터 또는 공중 교환 네트워크내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신호 경로를 통해 상기 멀티플렉서, 상기 스위치 및 상기 제어 수단에 
연결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관리에 의해 권한 부여된 음성 및 데
이터 기능과 전송 경로를 저장하는 단계; b)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명령어에 근거
하여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를 단말 장비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c) 상기 메뉴로부터 권한부여된 
음성 및 데이터 기능과 전송 경로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사항 및 경로를 상기 멀티플렉서를 통해 상기 인
터페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단말 수단에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경로로부터 상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상기 권한부여된 음성 및/또는 데이터 기능
과 전송 경로를 활성화하도록 상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제어 수단, 상기 스위치 및 상기 멀티플렉서로 
신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의한 전송 경로 실시간 활성화 및 선택 방법.

청구항 14 

멀티플렉서에 결합된 단말 수단; 상기 멀티플렉서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기 멀티플렉서 및 음성 네트워크에 결합된 스위치; 및 신호 경로를 통해 상기 인
터페이스, 상기 음성 네트워크 및 상기 스위치에 결합된 연결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음성 및/또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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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트래픽을 위한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에 무관하게 상기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명령
어에 따라 데이터 또는 공중 교환 네트워크내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전송 경로를 실시간
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회사 또는 사용자에 의해, 전화 
회사 정책에 의해 권한부여된 대역폭, 서비스 레벨과 음성 및 데이터 경로에 대해 지역 전화 회사와 절출
하는 단계; b) 상기 제어 수단, 상기 스위치, 상기 인터페이스 및 상기 멀티플렉서에서 사용자 AIN 프로
파일의 갱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단계; c) 상기 단말 수단의 활성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d) 접속 이후에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어에 근거하여 상기 단말에서 트래픽을 개시하는 단계; e) 전화 또
는 음성 트래픽이 개시될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f)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전용” 인디케이터를 
개시하는 단계; g)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및 음성 인디케이터”를 개시하는 단계; 및 h) 상기 인
터페이스에 저자된 명령어 및 상기 단말 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에 따라 상기 단말
로부터 시작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지도하기 위해 상기 
멀티플렉서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의한 전송 경로 실시간 활성화 및 선택 방법.

청구항 15 

제조 물품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명령어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와 무관하게,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구비한 컴퓨터 이용
가능 매체를 포함하고, 상기 제조 물품내의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a) 신호 경로를 
통해 멀티플렉서, 스위치 및 제어 수단에 연결된 프로그램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관리에 
의해  권한부여된  음성  및  데이터  기능과  전송  경로를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b)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인터페이스내의 저장된 명령어에 근거하여 상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
트워크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활성화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뉴를 단말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c) 상기 메뉴로부터 권
한부여된 음성 및 데이터 기능과 전송 경로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사항 및 경로를 상기 멀티플렉서를 통
해 상기 인터페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및 d) 상기 단말 수단에서 상
기 사용자가 선택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경로로부터 상기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상기 권한부여된 음성 및/또는 데이터 기능과 전송 경로를 활성화하도록 상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
기 제어 수단, 상기 스위치 및 상기 멀티플렉서로 신호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제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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