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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내선

용 클라이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착신 전환 기능의 CTI(Computer Telephony Integ

r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구비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내

선용 클라이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착신 전환 기능의 CTI(Computer Telephony Int

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C

TI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에 설치하는 단계, (b) 상기 내선

용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c)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제공받고

자 하는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단계, (d)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전화 통화 요구가 수신되는 단계, 및 (e) 설정한 

상기 CTI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한 내선용 단말기의 CTI 서비스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IP-PBX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사용하는 내선용 단말기에 CTI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C

TI 서비스가 가능한 고가의 단말기들을 설치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 설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또한, 내선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착신 전환 기능이나 음성 사서함 기능 및 번호 안내 기능 등의 CTI 서비스를 활용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IP-PBX, CTI, 콜 센터, VMS, 내선용 단말기, CTI 서비스, 컴퓨터,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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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CTI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

을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3은 IP-PBX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4는 CTI용 컴퓨터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5는 내선용 단말기의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CTI 서비스를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내선용 단말기의 착신을 전환하는 CTI 서비스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PSTN 112~116 : 국선용 단말기

120 : PBX 130 : 콜 센터

140 : VoIP 게이트웨이 150 : 라우터

160 : 인터넷 162~166 : 인터넷 폰 클라이언트

170 : CTI 서버 180 : 회원 데이터베이스

192~196 : 상담원 210, 212 : IP-PBX

220, 230, 240, 250, 260 : 내선용 클라이언트

222, 232, 242, 252, 262 : CTI용 컴퓨터

224, 234, 244, 254, 264 : 내선용 전화기

270 : 음성 사서함 시스템(VMS) 310 : 주제어부(SCM)

320 : CTI 처리부 330 : 국선 정합부(PSM)

340 : 내선 정합부(SSM) 350 : 디지털 신호 처리부(VSM)

410 :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부 420 : 음성 처리부

430 : 키입력부 440 : 단말기 정보 저장부

450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460 : 모니터

470 : 중앙처리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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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Computer Tele

phon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가 가

능한 IP-PBX를 이용하여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자동 교환 기능의 CT

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와 전화의 기능을 결합한 기술을 CTI라고 한다. 이 CTI는 컴퓨터의 기 능을 전화기에 결합시킴으로써 일반 사

용자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현재의 전화 서비스 및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전송시키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C

TI를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기업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해 이미지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로 전송하는 화상 회의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TI는 기업 내외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통

화 요구를 관리하는 콜 센터(Call Center)나, 빠른 시간에 고객 서비스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고객 지원 센터, 주로 전

화를 이용해 영업하는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CTI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CTI 시스템은 전화 통신을 위한 전송, 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PSTN(110: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

k, 공중 교환 전화망), PSTN(110)에 연결되어 전화 통화를 실행하는 다수의 국선용 단말기(112~116), PSTN(110)

에 연결되어 다수의 국선용 단말기(112~116)로부터의 통화 요구에 대해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PBX( 120: 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교환기), 고객으로부터 고객 상담 요구에 대해 음성 자동 응답(ARS: Audio-Response Syst

em)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원과 연결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 센터(130: Call Center), 표

준 프로토콜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함께 실어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통화를 수행하는 인터넷 폰과 PSTN(110)을 기반으로 음성 통화를 수행

하는 전화 단말기(112~116) 및 사설 교환기(PBX)에 연결된 내선 폰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스위칭 기능을 하는 VoIP 게이트웨이(140), 데이터의 전송 경로 를 설정하기 위한 스위칭 기능을 하는 라우터(150), 

원격지에 산재한 컴퓨터들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160)을 포함한다.

또한, CTI 시스템은 인터넷(160)에 접속하여 인터넷 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일반 전화기(112~116)나 콜 센터(130)와 전화 통화를 실행하는 다수의 인터넷 폰 클라이언트(16

2~166), 콜(Call) 분배 기능을 가지고 국선용 단말기(112~116)나 인터넷 폰 클라이언트(162~166)로부터의 상담 요

구에 대해 콜 센터(130) 또는 상담원 단말기들(192~196)과 통화가 설정되도록 제어하는 CTI 서버(170), 콜 센터(13

0)에 등록한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회원 데이터베이스(180), 고객들로부터의 상담 요구에 대해

전화 통화로서 상담을 수행하는 다수의 상담원 단말기(192~196)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CTI 시스템의 경우, 전화 단말기(112~116)나 인터넷 폰 클라이언트(162~166) 등의 고

객이 콜 센터(130)로 전화를 걸면, 콜 센터(130)는 회원 데이터베이스(180)로부터 전화를 건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읽

어와 각 상담원 단말기(192~196)의 화면에 출력시키고, 각 상담원은 단말기(192~196)의 화면에 출력된 고객의 접

속 현황을 주시하면서 고객들의 서비스 요구에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 즉, 콜 센터(130)는 A

RS(Automatic Response System)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원과 연결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전문성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 저장하여 마케팅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CTI 시스템은 은행 등의 금융권 분야에서 통신, 제조, 유통 등의 분야로 확산되어 설치됨으로

써 각 기업체의 마케팅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상기 CTI 시스템은 사설 교환기(120)에 콜 센터(130)만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콜 센터(130) 

대신에 자동 응답 시스템(ARS)이나 음성 사서함 시스템(VMS: Voice Mail System)이 연결되어 각 단말기로 자동 응

답 기능이나 음성 사서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음성 사서함 시스템은 전화를 건 이용자의 음성을 녹음, 저

장, 재청취, 삭제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부재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기능을 설정한 사람의 인사말을 들려 준 후 전

화를 건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녹음토록 하고 녹음된 내용을 휴대폰 등으로 자동 전송하여 들려 줄 수 있는 기능

을 실행한다.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 상기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말기가 상기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단말기이어야 한다. 사용하는 단말기에 있어서 대부분은 국선용 단말기를 이용하지만 기업체나 관

공서 등에서는 내선용 단말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선용 단말기(112~116)의 경우, 전화 통화 이외에 발신자의 

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기능, 전화 통화한 내용을 임시 저장하는 기능, 부재중 착신 전환 기능 등을 구비하는 단말기도

있어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콜 센터(130)와 기능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도 국선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직원들의 경우 서로간에는 내선용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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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선용 전화기 는 전화 통화 이외에 다른 기능으로서는 재다이얼 기능이나, 국선 전환 기능,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온후크 기능 등 단순한 기능에 머물고 있어 콜 센터(130)나 음성 사서함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음성 통화 이외에 단순한 기능만이 제공되던 내선용 단말기에 있어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

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한 IP-PBX(Inter

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

e) 기능, 착신 전환 기능 등의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구비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착신 전환 기능의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CTI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에 설치

하는 단계, (b)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c)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제공받고자 하는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단계, (d)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전화 통화 요구가 수신되

는 단계, 및 (e) 설정한 상기 CTI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한 내선용 

단말기의 CTI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구비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

여 다수의 내선용 단말기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자동 교환 기능의 CTI(Computer Teleph

on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으로 아날로그 음성 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기 다수의 내선

용 단말기들간의 통화 뿐만 아니라 상기 내선용 단말기와 상기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간의 통화 기능 및 CTI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IP-PBX(인터넷 프로토콜 사설 교환기), 및 상기 인터넷에 연결되고 하나의 내선용 단말기와

일체를 이루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일체를 이루는 내선용 단말기가 상기 CTI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CTI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

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도 2에서, 도 1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이고 그 상세한 설명

은 이미 기 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도 2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인터넷(160

)으로 아날로그 음성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내선용 전화기들(224, 234, 2

44, 254, 264) 사이의 통화 뿐만 아니라 내선용 전화기(224, 234, 244, 254, 264)와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

한 통화 기능,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자동 교환 기능 등의 CTI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하는 IP

-PBX(210, 212: 인터넷 프로토콜 사설 교환기)가 라우터(150)를 통하여 인터넷(160)에 연결된다. IP-PBX(210, 21

2)는 서비스 영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나 지역에 하나 또는 복수개 이상 설치하는데, 도 2에서는 A 지역과 B 지역에

각각 하나씩 설치한 예를 도시하였다.

IP-PBX(210, 212)에는 다수의 내선용 클라이언트(220, 230, 240, 250, 260)가 연결되는데, 하나의 내선용 클라이

언트(220)의 경우 CTI용 컴퓨터(222)와 내선용 전화기(224)가 일체로 구성된다. 다른 내선용 클라이언트(230, 240, 

250, 260)도 마찬가지로 CTI용 컴퓨터(232, 242, 252, 262)와 내선용 전화기(234, 244, 254, 264)가 일체로 구성된

다. IP-PBX(210, 212)가 설치될 때, 관리자는 다수의 내선용 클라이언트(220, 230, 240, 250, 260)에게 클라이언트

용 CTI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수의 내선용 클라이언트(220, 230, 240, 250, 260)가 이를 CTI용 컴퓨터(222)에 설

치하고 이를 통해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용 CD(Comp

act Disk)로 배급하거나 인터넷(150)을 통하여 다 운로드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CTI용 컴퓨터(222, 232, 242, 

252, 262)는 자신의 고유 인터넷 주소(IP)를 가지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각각 일체가 되는 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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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화기(224, 234, 244, 254, 264)와 연동하여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화를 건 이용자의 음성을 녹음, 저장, 재청취, 삭제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부재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기능

을 설정한 사람의 인사말을 들려 준 후 전화를 건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녹음토록 하고 녹음된 내용을 내선용 클

라이언트(220, 230, 240, 250, 260)에게로 자동 전송하여 들려 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하는 VMS(270: Voice Mail 

System, 음성 사서함 시스템)가 인터넷(160)에 연결된다.

도 3은 IP-PBX1(210)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IP-PBX2(212)을 비롯한 다른 IP-PBX도 동

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IP-PBX1(210)을 대표로 하여 설명한다.

도 3에서 IP-PBX1(210)은 장치의 제어,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주제어부(SCM: System Control Module, 310), 인

터넷(160)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부(340)로 인가되는 통화 요구나 CTI 서비스 요구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내선 정합부(330)를 통한 통화 요구를 처리하는 CTI 처리부(320), 아날로그 국선 접속을 위한 국선 정합부(PSM: Pu

blic Switch Module, 330), 내선 폰 접속을 위한 내선 정합부(SSM: Subscriber Switch Module, 340) 및, VoIP 제어

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부(VSM: VoIP Switch Module, 350) 등을 포함한다.

IP-PBX1(210)의 국선 정합부(330)에는 다수의 국선용 단말기(도시되지 않음)가 PSTN(도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연

결되며, 내선 정합부(340)에는 내선용 전화기(224, 234, 244)가 연결된다.

CTI 처리부(320)는 국선 정합부(330)와 내선 정합부(340)에 연결된 단말기로부터 인가되는 통화 요구 등에 대해 통

화 요구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디지털 신호 처리부(350)로 전달하며, 디지털 신호 처리부(350)로 CTI 서비스 요구 데

이터가 수신되면 CTI 서비스 대상 단말기로 CTI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VMS(270)로 CTI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전송

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부(350)는 주제어부(310)의 제어에 따라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톤(Tone)신호에 대

응하는 디지털 톤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과, 국선 정합부(330)나 내선 정합부(340)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하거나 라우터1(150)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기능 및, 반향음을 소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도 4는 CTI용 컴퓨터(222)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다른 CTI용 컴퓨터(232, 242, 252, 262)도 동일

한 구성을 가지므로 CTI용 컴퓨터(222)를 대표로 하여 설명한다.

CTI용 컴퓨터(222)는 CTI용 컴퓨터(222)와 일체를 이루는 내선용 전화기(224)가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부(410), 인터넷(

160)으로부터 인가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음성을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 처리부(420),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능을 선택하거나 CTI용 컴퓨터(222)

와 일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430), CTI용 컴퓨터(222)와 일

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단말기 정보 저장부(440), 다수의 내선용 클라

이언트(220~260)와의 통신을 위해 인터넷(160)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450: Network Interface Ca

rd, 이하 NIC라 칭함), CTI용 컴퓨터(222)의 동작 상태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모니터(460),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CTI용 컴퓨터(222)와 일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224)가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치 전

반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470: CPU) 등을 포함한다. 키입력부(430)는 모니터(460)로 출력되는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마우스와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보드를 포함한다.

이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 5와 도 6에 도

시된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내선용 단말기의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CTI 서비스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IP-PBX의 동작을 설명함에 있어 IP-PBX1(210)을 대표로 하여 설명한다. A 지역에 IP-PBX1(210)이 설치될 

때, IP-PBX1(210)의 내선 정합부(340)에는 다수의 내선용 전화기(224, 234, 244)가 연결된다. 이 다수의 내선용 전

화기(224, 234, 244)를 사용하는 다수의 내선용 클라이언트(220, 230, 240)는 각각 CTI용 컴퓨터(222, 232, 242)를

구비한다. 여기서, CTI용 컴퓨터란 일반 컴퓨터에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내선용 클

라이언트1(220)은 각각 CTI용 컴퓨터1(222)과 내선용 전화기1(224)을 일체로 하여 사용한다. 나머지 내선용 클라이

언트(230, 240)와 B 지역에 있는 내선용 클라이언트(250, 260)도 마찬가지로 각각 CTI용 컴퓨터와 내선용 전화기를

일체로 하여 사용한다. 이때, 내선용 클라이언트(220, 230, 240, 250, 260)는 자신의 CTI용 컴퓨터(222, 232, 242, 

252, 262)에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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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이 수록된 CD(Compact Disk)를 이용하여 CTI용 컴퓨터(

222)에 설치하거나, 인터넷(160)으로 IP-PBX1(210)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도시하지 않음)에 접속하여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한다(S502). CTI용 컴퓨터1(222)의 CPU(470)는 CTI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부(410)에 저장하고, 윈도우용 바탕 화면에 CTI 프로그램 실행 아이콘을 생성

시킨다.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CTI용 컴퓨터(222)의 키입력부(430)를 조작하여 CTI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S504). CT

I 프로그램은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내용을 녹음, 저장, 재청취, 삭제하는 기능과 부재중일 때 다른 전화기로 착신

전환하는 기능, 부재중 안내 메시지 설정 기능 등을 실행하는 다수의 메뉴 버튼이 포함된다. 그리고, 일체로 사용하는

내선용 전화기(224)를 셋팅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일체로 사용하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셋팅은 내선용 전화기(224

)가 연결된 IP- PBX1(210)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와 내선용 전화기(224)의 내선 번호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CTI 프로그램이 실행된 처음 화면에서 자신이 제공받고자 하는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데

, 먼저 CTI용 컴퓨터(222)와 일체로 사용할 내선용 전화기(224)를 설정한다(S506). 내선용 클라이언트(220)가 키입

력부(430)를 사용하여 내선용 전화기(224)의 정보, 예컨대, IP 주소와 내선 번호(예컨대, 100) 등을 입력하면, CTI용 

컴퓨터(222)의 CPU(470)는 입력된 내선용 전화기(224)의 정보를 단말기 정보 저장부(440)에 저장해 두게 된다.

이어,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자신이 제공받고자 하는 CTI 서비스를 선택하여 설정한다(S508). 예컨대, 통화할 

때 통화 내용을 보관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설정한다. 내선용 클라이언트(220)가 키입력부(430)를 사용하여 내선용 

단말기(224)로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보관하는 기능을 선택 입력하면(S510), CTI용 컴퓨터(222)의 CPU(470)는 단말

기 정보 저장부(440)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기 정보를 근거로 CTI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생성해 인터넷(160)을 통하

여 VMS(270)로 전송함으로써, VMS(270)가 IP-PBX1(210)를 거쳐 내선 번호 '100'인 내선용 전화기(224)로 통화되

는 내용을 음성 사서함에 저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설정한다. 즉, 내선용 전화기(224)의 CTI 서비스를 통화 내용을 저

장하는 기능으로 설정한 것이다(S512).

이후,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CTI용 컴퓨터(222)를 온 시켜 CTI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내선용 전화기(

224)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실행하는데(S514), 전화를 건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진행하면서 통화 내용을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통화를 수행한 채 CTI용 컴퓨터(222)의 CTI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CTI 서비스를 실행하는

'CTI 서비스'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현재 통화하는 내용을 저장하는 CTI 서비스를 실행한다(S516).

CTI용 컴퓨터(222)는 CTI 프로그램에 의해 'CTI 서비스' 버튼이 입력되면, CPU(470)는 VMS(270)로 CTI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어 데이터를 생성해 전송함과 더불어 현재 통화하고 있는 내선용 전화기(224)가 연결된 IP-PBX1

(210)으로도 CTI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제어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된다(S518). 상기 CTI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데이터에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단말기 정보, 즉, 내선 번호가 포함된다. IP-PBX1(210)에서는 CTI 처리부(3

20)가 CTI용 컴퓨터(222)로부터 CTI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된 데이터에 포함된 내선 

번호에 해당하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통화 내용을 데이터로 하여 VMS(270)로 전송해 주게 된다. VMS(270)에서

는 IP-PBX1(210)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음성 사서함에 저장해 둔다(S520).

이후, 전화 통화를 종료한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내선용 전화기(224)를 이용하여 VMS(270)에 전화를 걸어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통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또한,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VMS(270)의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통화 내용을 CTI용 컴퓨터(222)를 이용하여 VMS(270)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도 6은 내선용 단말기의 착신을 전환하는 CTI 서비스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도 5의 단계 S510 에서, 내선용 클라이언트(220)가 제공받고자 하는 CTI 서비스를 전화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 아닌 자신이 부재중일 때 다른 전화기로 착신되도록 하는 착신 전환 CTI 서비스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내

선용 클라이언트(220)는 키입력부(430)를 사용하여 부재중일 때 착신되는 전화기의 내선 번호를 입력하여 착신 전환

CTI 서비스를 설정한다.

CTI용 컴퓨터(222)는 키입력부(430)로 착신 전환 CTI 서비스 기능이 선택되고 그와 관련 데이터가 입력되면, 단말

기 정보 저장부(440)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기 정보, 예컨대, IP 주소와 내선 번호(예컨대, 100)를 근거로 착신 대상 

내선 번호로 착신되도록 하는 착신 전환 CTI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생성해 내선용 전화기(224)가 연결된 IP-PBX1(2

10)로 전송해 주게 된다(S602).

CTI용 컴퓨터(222)로부터 착신 전환 CTI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수신한 IP-PBX1(210)에 있어서, CTI 처리부(320)

는 현재 내선용 전화기(224)가 연결된 접속 포트로 수신되는 통화 요구에 대해 착신 대상 내선 번호의 단말기가 연결

된 접속 포트로 전달되도록 내선용 전화기(224)의 대체 통화 경로를 설정한다(S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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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선용 전화기(224)의 사용자인 내선용 클라이언트(220)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 출장을 가게 될 경우, CTI용 컴

퓨터(222)의 CTI 프로그램에서 'CTI 서비스' 버튼을 클릭해 놓음으로써, 출장가는 시점부터 착신 전환 기능이 실행되

도록 하게 된다.

내선용 클라이언트(220)에 의해 CTI용 컴퓨터(222)의 CTI 프로그램에서 'CTI 서비스' 버튼이 클릭되면(S606), CPU

(470)는 CTI 서비스를 시작하라는 제어 데이터 를 생성해 내선용 전화기(224)가 연결된 IP-PBX1(210)로 전송한다(

S608). IP-PBX1(210)에서는 내선용 전화기(224)의 대체 통화 경로를 활성화시켜 내선용 전화기(224)로 수신되는 

통화 요구에 대해 설정한 착신 대상 내선 번호로 전달되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선용 전화기(224)에 착신 전환 CTI 서비스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내선용 전화기(224)로 통화 

요구가 수신되는 경우(S610), IP-PBX1(210)이 수신된 통화 요구를 내선용 전화기(224)의 대체 통화 경로인 착신 대

상 내선 번호로 전송해 준다(S612). 따라서, 내선용 전화기(224)로 전화를 건 사람과 착신 대상 단말기의 사용자간에

통상적인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S614).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CTI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IP-PBX1(210)을 설치하고, 여기에 다수의 내선용 전화기를 

연결하며, CTI 프로그램이 설치된 CTI용 컴퓨터와 내선용 전화기를 일체로 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반 내선용 전

화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CTI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이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형 및 변

경 실시할 수 있음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IP-PBX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사용하는 내선용 단말기에 CTI 서

비스를 적용함으로써 CTI 서비스가 가능한 고가의 단말기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 설치 비용을 대폭 절

감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선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착신 전환 기능이나 음성 사서함 기능 및 번호 안내 기능 등의 CTI 서비스를 활용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구비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내선용 클라이

언트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착신 전환 기능의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서

비스를 제공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CTI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에 설치하는 단계,

(b)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c)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제공받고자 하는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단계,

(d)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전화 통화 요구가 수신되는 단계, 및

(e) 설정한 상기 CTI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한 내선용 단말기의 CTI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는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이 설치된 하나의 컴퓨터와 상기 IP-PBX에 연결된 하나

의 내선용 전화기를 일체로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



공개특허 특2003-0063064

- 8 -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은 통화 내용을 녹음, 저장, 재청취, 삭제하는 기능과 부재중일 

때 다른 전화기로 전환되는 기능, 부재중 안내 메시지 설정 기능, 일체로 사용하는 내선용 전화기를 셋팅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또는 (e)에서, 상기 CTI 서비스는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 또는 

상기 내선용 클라이언트로 수신되는 통화 요구를 다른 단말기로 전환하는 착신 전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TI 서비스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상기 단계 (e) 이후 (f) 상기 CTI 

서비스의 실행 내용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CTI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내선용 전화기와, 이 내선용 전화기가 연결된 IP-PBX의 IP 주소를 

근거로 CTI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생성해 상기 내선용 전화기가 연결된 IP-PBX로 전송하거나 또는 설정한 CTI 서비

스를 제공하는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내선용 전화기를 셋팅하는 기능은 상기 내선용 전화기가 연결된 상기 IP-PBX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와 

상기 내선용 전화기의 내선 번호를 입력하여 셋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는 전화를 건 이용자의 음성을 녹음, 저장, 재청취,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음성 사서함 시스템(VMS)

에 상기 통화 내용을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

청구항 9.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을 구비한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여 다수의 내선용

단말기로 음성 사서함(VMS : Voice Mail Service) 기능, 자동 교환 기능의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으로 아날로그 음성 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기 다수의 내선

용 단말기들간의 통화 뿐만 아니라 상기 내선용 단말기와 상기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간의 통화 기능 및 CTI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IP-PBX(인터넷 프로토콜 사설 교환기), 및

상기 인터넷에 연결되고 하나의 내선용 단말기와 일체를 이루며,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일체

를 이루는 내선용 단말기가 상기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CTI용 컴퓨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공개특허 특2003-0063064

- 9 -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IP-PBX는 장치의 제어,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주제어부(SCM: System Control Module), 아날로그 국선 접속

을 위한 국선 정합부(PSM: Public Switch Module), 내선 폰 접속을 위한 내선 정합부(SSM: Subscriber Switch Mo

dule), VoIP 제어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부(VSM: VoIP Switch Module) 및, 상기 인터넷에서 상기 디지털 신호 처

리부로 인가되는 통화 요구나 CTI 서비스 요구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상기 내선 정합부를 통한 통화 요구를

처리하는 CTI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스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TI용 컴퓨터는 다수의 내선용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 상기 인터넷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etwork Interface Card), 상기 CTI용 컴퓨터와 일체를 이루는 내선용 전화기가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부,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능을 선택하거나 상기 CTI용 컴퓨터와 일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의 단말기 정보 데이

터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상기 CTI용 컴퓨터와 일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의 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단말기 정보 저장부, 클라이언트용 CTI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CTI용 컴퓨터와 일체가 되는 내선용 전화기가 

CT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치 전반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CPU)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

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CTI 처리부는 상기 CTI용 컴퓨터에서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부로 CTI 서비스 요구 데이터가 수신되면, 설정된 

CTI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상기 VMS로 전송함과 더불어 일체로 사용하는 상기 내선용 전화기가 연결

된 IP-PBX로 CTI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

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CTI 서비스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단말기 정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기 정보를 근거로 CTI 서비

스 요청 데이터를 생성해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VMS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정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기 정보는 단말기의 내선 번호와 단말기가 연결된 IP-PBX의 IP(Inter

net Protoco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PBX를 이용해 내선용 단말기로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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