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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국설교환기로부터 제공되는 호출 아이디(ID)를 이용한 상대측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상대
측 전화번호를 다이얼링 하는 방법.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에는 부재중의 착신 전화 및 음란전화, 협박전화 등의 발신측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전화
국과 통화를 해야만 확인 가능했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국설교환기로부터 착신되는 링신호에서 상대측 전화번호를 내재한 호출 ID를 감지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호출 ID를 검색하여 상대측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다이얼링 하는 방법.

[발명의 중요한 용도]

전화기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호출 아이디(ID)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화기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국설교환기로부터 인입되는 호출 ID를 포함한 링신호의 파형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호출 ID가 등록되는 메모리 맵.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되는 호출 ID를 등록하기 위한 제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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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등록된 호출 ID를 검색하여 자동 다이얼링하기 위한 제어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제어부                             112 : 링검출부

114 : 라인신호검출부                118 : 메모리

122 : 표시부                             124 : 키입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화기에서 호출(Caller) ID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국설교환기로
부터 링신호에 포함되어 수신되는 호출 ID를 검출하여 등록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자동으로 호출 ID
에 상응하는 전화번호로 다이얼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통신 사업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음란전화와 협박전화와 같은 통신의 
악영향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음란전화 및 협박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착신측 가입자가 발신측 전화
번호를 확인할 경우, 착신측 가입자는 전화국으로 통화를 하여 그 발신측 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만 했다. 
또한 착신측 가입자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그 착신 전화의 발신자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링신호와 함께 제공되는 호출 ID를 검출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등록된 호출 ID를 수신된 순서에 따라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선택된 호출 ID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자동으로 전화통화를 연
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화기의 블럭도로서, 제어부(110)는 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공중
전화망(PSTN)을 통해 인입되는 호출 ID를 내부 버퍼에 임시로 등록한다. 또한 임시 등록된 호출 ID를 메
모리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호출 ID를 검색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호출 ID가 선택되면 상기 
호출 ID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얼링하도록 제어를 수행한다. 링검출부(112)는 상기 공중전
화망에 연결되며, 상기 공중전화망을 통해 수신된 링신호를 검출하여 상기 제어부(110)로 알린다. 라인신
호검출부(114)는 상기 공중전화망을 통해 수신되는 호출 ID를 검출하여 상기 제어부(110)에 제공한다. 통
화회로부(116)는  훅크스위치(H/S)를  통하여 상기 공중전화망과 연결되며,  전화기회로와 공중전화망간에 
각종 톤신호 및 통화음성신호등을 인터페이싱한다. 메모리(134)는 상기 라인신호검출부(114)에서 검출되
어 상기 제어부(110) 내부의 버퍼에 임시 저장된 호출 ID를 수신된 순서에 따라 입력받아 관리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를 받아 선택된 호출 ID를 독출하여 제공한다. 송수화부(120)는 사용자로부터 발
생되는 음성을 전기적신호로 변화하여 상기 통화회로부(116)로 출력하는 송화기와, 상기 통화회로부(11
6)로부터 입력되는 전기적신호를 가청음인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수화기로 구성된다. 표시부(122)
는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전화기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며,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된 호출 ID 
검색시 선택되는 호출 ID를 표시한다. 상기 키입력부(124)는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된 호출 ID 검색하
기 위한 검색키와, 선택된 호출 ID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자동 다이얼링하기 위한 시작키와, 호출 ID 검
색을 종료하기 위한 정지키 및 다수의 다이얼링 디지트 키를 구비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입력된 키
에 상응하는 키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어부(110)에 제공한다. DTMF 발생기(126)는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상기 키입력부(124)에서 발생한 다이얼링 디지트 키신호에 상응하는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통화회로부(116)로 제공한다.

훅크스위치(H/S)는 훅크릴레이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를 받아 공중전화망을 상기 통화회로
부(116)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호출 ID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설교환기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의 파형도로서, 
링신호와 링신호 사이에 발신측 전화번호를 내재한 호출 ID를 인입한 링신호의 파형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호출 ID가 등록되는 메모리 맵으로서, 제3a도는 검출되는 호출 ID가 등록되는 20
바이트(byte)의 데이터 버퍼(Call_Bank)가 10개로 구성되며, 상기 10개의 데이터 버퍼(Call_Bank)는 후입
선출(Last In First Out, 이하 LIFO라함)로 동작한다.

제3b도는 새로 검출된 호출 ID가 데이터 버퍼(Call_Bank)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호출 ID를 
등록하기 위한 일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제3b도는 새로 검출된 호출 ID가 데이터 버퍼(Call_Bank)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호출 ID를 등록
하기 위한 일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되는 호출 ID를 등록하기 위한 제어흐름도로서, 호출 ID가 검출되면 내부 버
퍼에 임시 저장하는 과정과, 기존에 등록돈 호출 ID중에 새로 검출된 호출 ID와 동일한 호출 ID가 있는지
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 동일한 호출 ID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호출 ID
를 삭제한 후 새로 검출된 호출 ID가 선 출력되도록 등록하는 과정과, 만약 상기 검사 결과 동일한 호출 
ID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새로 검출된 호출 ID가 선출력되도록 등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등록된 호출 ID를 검색하여 자동 다이얼링하기 위한 제어흐름도로서, 검색키가 
입력되면 마지막으로 등록된 호출 ID를 표시하고 검색키 입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호출 ID를 표시하는 과
정과, 시작키가 입력되면 표시된 호출 ID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통화를 연결하는 과정과, 
정지키가 입력되면 검색을 종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제1, 2, 3, 4, 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4도를 참조하여 호출 ID를 등록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제어부(110)는 410단게에서 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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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검출부(114)로부터 호출 ID가 검출되는가를 감지한다. 상기 라인신호검출부(114)로부터 호출 ID가 검출
되면 상기 제어부(100)는 412단계로 진행하여 검출된 호출 ID를 내부 버퍼에 임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0)는 414단계에서 메모리(118)의 10개의 버퍼(Call_Bank[0]-Call_Bank[9])에 등록된 호출 ID를 
체킹하기  위한  카운터(이하  n이라함)를  9로  세팅한다.  상기  제어부(110)는  416단계에서의  n의  값이 
0(zero) 이상인가를 판단한다. 상기 416단계에서 0(zero)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418단
계에서  내부  버퍼에  임시로  저장된  호출  ID를  제3a도에  도시된  상기  메모리(118)의  n번째 버퍼
(Call_Bank[n])에 등록된 호출 ID와 같은 가를 비교한다. 틀릴 경우에는 420단계에서 n값을 1 감소시킨 
후 상기 416단계와 41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버퍼에 저장된 호출 ID화 동일한 호출 ID가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상기 416
단계에서 n값이 0(zero)  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새로운 호출 ID를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110)는 424단계로 진행하여 n값을 8로 세팅한다. 8로 세팅하는 이유는 상
기 메모리(118)에 등록된 각각의 호출 ID를 등록된 버퍼(Call_Bank[n])에서 다음 버퍼(Call_Bank[n])로 
푸쉬(Push)하는 것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426단계에서 n의 값이 0(zero) 
이상인가를 판단한다. 상기 426단계에서 n의 값이 0(zero) 이상이라 판단되면(푸쉬(Push)할 호출 ID가 남
아 있는 경우), 428단계에서 상기 메모리(118)의 n번째 버퍼(Call_Bank[n])에 등록된 호출 ID를 다음 버
퍼(Call_Bank[n+1])로 푸쉬(Push)한다. 그리고 430단계에서 n값을 1 감소하여 상기 426단계와 42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428단계와 428단계에서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된 호출 ID가 모두 다음 버퍼(Call_Bank[n+1])로 푸
쉬(Push)된 것이 상기 426단계에서 감지되면(n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는 
432단계로 진행하여 내부 버퍼에 임시 저장된 호출 ID를 0번째 버퍼(Call_Bank[0])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제3b-1도와 제3b-2도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되지 않은 호출 ID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검출된 
호출 ID가 등록되는 일 실시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메모리(118)에 제3b-1도 형태로 호출 ID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호출 ID가 검출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내부의 20바이트(byte)를 가지는 버퍼에 상기 검출된  A를 임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제
어부(110)는 상기 제3b-1도 구조를 가지는 상기 메모리(118)의 각 버퍼(Call_Bank[0]-Call_Bank[9])에 등
록된 호출 ID와 비교한다. 상기 메모리(118)의 버퍼(Call_Bank[0]-Call_Bank[9])에 A라는 호출 ID가 등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제3b-1도의 버퍼(Call_Bank[0]-Call_Bank[8])에 등록된 B-E를 제3b-2도 형태로 
등록되도록 푸쉬(Push)한다. 또한 상기 제3b-1도의 9번째 버퍼(Call_Bank[9])에 등록된 F를 삭제하고 0번
째 버퍼(Call_Bank[0])에 새로 검색된 A를 등록한다. 상기 제3b-2도는 등록과정이 종료된 후의 메모리
(118) 내부 버퍼(Call_Bank[0]-Call_Bank[9])의 맵 구조도이다.

상기 버퍼에 저장된 호출(Caller) ID와 동일한 호출 ID가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상기 
418단계에서 동일한 호출 ID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새로운 호출 ID를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110)는 422단계에서 n의 값을 1 감소한다. 상기 422단계에서 n의 값을 1 
감소시키는 것은 n번째 버퍼(Call_Bank[n])에 등록된 동일한 호출 ID를 삭제하고, 앞의 버퍼
(Call_Bank[n-1])에 등록된 호출 ID를 푸쉬(Push)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426단계, 428단계와 430단계에서 n-1번째 버퍼(Call_Bank[n-1])로부터 0번째 버퍼(Call_Bank[0])까지 모
든 호출 ID의 푸쉬(Push)가 이루어지면(상기 426단계에서 n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432단계로 진행하여 내부 버퍼에 임시 저장된 호출 ID를 0번째 버퍼(Call_Bank[0])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제3c-1도와 제3c-2도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118)에 등록된 호출 ID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새로 검출된 
호출 ID가 등록되는 일 실시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메모리(118)에 제3c-1도 형태로 호출 ID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호출 ID가 검출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내부의 20바이트를 가지는 버퍼에 상기 검출된 A를 임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
(110)는 상기 제3c-1도 구조를 가지는 상기 메모리(118)의 각 버퍼(Call_Bank[0]-Call_Bank[9])에 등록된 
호출 ID와 비교한다. 상기 제3c-1도에 도시된 상기 메모리(118)의 2번째 버퍼(Call_Bank[2])에 A라는 호
출 ID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기 2번째 버퍼(Call_Bank[2])에 등록된 A를 삭제한다. 상기 A가 삭제된 2
번째  버퍼(Call_Bank[2])의  앞  버퍼(Call_Bank[1])에  등록된 C를  푸쉬(Push)하고,  0번째와 1번째 버퍼
(Call_Bank[1])에 ㄷㅇ록된 B와 C를 푸쉬(Push)한다. 그리고 0번째 버퍼(Call_Bank[0])에는 상기 제어부
(110) 내부 버퍼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A를 등록한다. 하여 제3c-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다. 상기 제
3c-2도는 이미 등록된 호출 ID가 검색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등록과정이 종료된 후의 상기 메모리(118) 
내부 버퍼(Call_Bank[0]-Call_Bank[9])의 맵 구조도이다.

이하 제5도를 참조하여 호출 ID를 검색하여 그 호출 ID에 상응하는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제어부(110)는 510단계에서 키입력부(124)로부터 키입력이 감지되면 512단계에서 검색
키인가를 판단한다. 검색키일 경우에는 514단계로 진행하여 메모리(118)에 등록된 호출 ID 검색시 상기 
메모리(118)의 버퍼(Call_Bank[0]-Call_Bank[9])를 카운트하기 위한 카운터(이하 n이라함)를 0(zero)으로 
세팅한다. 상기 0(zero)으로 세팅하는 이유는 후입선출(LIFO)에 따라 0번째 버퍼(Call_Bank[0])에 등록된 
호출 ID를 선 출력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514단계에서 세팅이 끝나면 상기 제어부(110)는 516단계에서 n
값이 마지막 버퍼(Call_Bank[9])를 나타내는 9보다 큰가를 판단한다.(n이 9보다 클 경우에는  상기 514단
계로 진행하여 n값을 재 세팅한다.) 상기 n값이 9 이하일 경우 상기 제어부(110)는 518단계에서 n번째 버
퍼(Call_Bank[n])에 등록된 호출 ID를 표시부(122)에 표시한다.(최초에는 0번째 버퍼(Call_Bank[0])에 등
록된 호출 ID를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520단계와 532단계에서 상기 키입력부(124)로부터 설정된 시간 동안 키입력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상기 키입력부(124)로부터 키입력이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522단계, 526단계
와 530단계에서 어떤 키가 감지되었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상기 522단계에서 검색키가 감지되면 상기 제
어부(110)는 524단계에서 n의 값을 1 증가시켜서 상기 516단계, 518단계를 거쳐 선택된 버퍼
(Call_Bank[n])에 등록된 호출 ID를 상기 표시부(122)에 표시한다. 그렇지 않고 상기 526단계에서 시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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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528단계에서 상기 메모리(118)를 억세스하여 현재 상기 표시부(122)에 
표시된 호출 ID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데이터를 읽고, 상기 DTMF 발생기(126)를 통해 그 전화번호 데이터
에 해당하는 DTMF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통화회로부(116)로 전달한다. 이에 상기 통화회로부(116)는 상기 
DTMF 발생기(126)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고 53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30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키입력부(124)를 스캐닝하여 그로부터 정지키가 입력되면 상기 호출 ID의 검색
을 종료하고 리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착신되는 링신호에서 상대측 전화번호를 내재하는 호출 ID를 감지하여 등록
함으로써 음란전화 또는 협박전화의 피해를 줄일수 있으며, 부재중 착신된 전화번호를 전화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호출한 발신측의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여 착신측 가입자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링착신시  그에  포함되어  수신되는  발신측  전화번호를  포함한  호출  아이디를  검출하는  라인  신호 
검출부와, 상기 검출된 호출 아이디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제어부 내부의 버퍼와, 상기 검출된 호출 아이
디가 등록되는 메모리를 구비한 전화기의 호출 아이디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에 있어서, 교환기에
서 제공하는 링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링신호를 검출한 후 그 링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측 호
출 아이디를 검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등록하는 과정과, 상기 호출 아이디를 등록한 후 검색키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등록된 호출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표시하여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과정에서 원하는 호
출 아이디가 표시될 시 시작키를 입력하여 상기 호출 아이디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아이디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측 호출 아이디를 등록하는 과정은, 상기 검출된 호출 아이디를 상기 버퍼에 
임시로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임시 저장된 호출 아이디와 동일한 호출 아이디가 상기 메모리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 동일한 호출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기 임시 저
장된 호출 아이디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호출 아이디보다 선출력되도록 상기 메모리에 등록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아이디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저장된 호출 아이디와 동일한 호출 아이디가 상기 메모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
우 상기 동일한 호출 아이디를 삭제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 호출 아이디를 삭제한 후 상기 임시 저장한 
호출 아이디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호출 아이디보다 선 출력되도록 상기 메모리에 등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아이디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과정은, 상기 검색키를 입력받은 후 최후에 등록된 호출 아이디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최후에 등록된 호출 아이디를 표시한 후 미리 설정한 설정시간 내에 재차 검색키 입력이 있
으면 등록된 순서와 역으로 호출 아이디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아이디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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