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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그를 위한 단말기

요약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에 유무선 센서와

함께 설치되어 일반 공중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

스템 및 그를 위한 단말기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

에 유무선 센서와 함께 단말기를 설치하여, 내부의 화재, 상태 확인등과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는 센서의 상태를 아날로그

음성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휴대 무선전화기 등과 같은 접속이 가능한 외부의 기기를 사용하는 단말기에 등록된 가입자

에게 미리 약속된 음성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대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공중교환전화망, 방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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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의 주요 단계

들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범 서비스 시스템으로 지능망 서버를 적용한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의 주요 단계

들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범 서비스 시스템으로 무인 콜센터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블

록도,

도 6은 도 5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의 주요 단계

들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 그를 위한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 받는 가정이나 사업장, 사무실등에서 내부의 화재, 상태 확인등과 외부 침

입자를 감시하는 센서의 상태를 아날로그 음성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휴대 무선전화기 등과 같은 접속이 가능한 외부의

기기를 사용하는 단말기에 등록된 가입자에게 미리 약속된 음성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대응할 수 있는 공중교환

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 그를 위한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75537호(2004.08.30 공개)에는 모바일을 이용한 보안감시 시스템이 개시되

어 있다. 상기 특허 자료에 따르면 감시지역의 모니터 영상을 저장 녹화시킴은 물론 각종 센서가 작동하면 모바일을 통하

여 이상 상태를 문자로 전송 받도록 하는 한편 센서제어 및 팬틸트를 제어하여 치안 및 방범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

나 일반 PC를 통하여 리모트 지역에서도 감시 지역의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특허 자료에 의하면 캡쳐/오버레이/센서 보드가 구비되고 보안감시 프로그램이 내장되며 영상촬영 카메라와 각종센

서가 연결되어 영상입력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에서 처리된 영상신호를 출력받아 처리해 주는 모니터부와, 처리된

영상중 원하는 영상을 백업하여 보관하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성을 전달하는 보조장치부와, 리모트에서 원격 접속하여

시스템에서 출력된 영상이나 백업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인터넷망부와, 인터넷망부에 PC를 연결하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리모트 PC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처리된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바일부와, 상기

시스템에 센서를 연결하여 이상 유무 신호를 전달하는 센서부를 구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3-0031545호(2003.04.21 공개)에는 인터넷과 비디오폰을 이용한 방문자 화상

저장 보안 서비스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 자료에 의하면, 비디오폰에 나타나는 화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에 있

는 특정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 외판원이나 각종 점검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가장하여 침임하여 벌어

질 수 있는 강력 범죄 용의자의 신원파악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이러한 류의 강력 범죄로 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과 비디오폰을 이용한 방문자 화상 저장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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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범 서비스 기술들은 방범 서비스 업체 또는 이들이 개설한 서버와 연계되어 동작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안 서비스 업체에서 늑장 대응을 하는 문제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자신의 집은 자신이 지키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범 서비스 방법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일반 공중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토털 방범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에 유무선 센서와 함께 설치되어

일반 공중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 그를 위

한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은,

단말기(102)에 의하여 교환국(106)에서 전송되는 벨 신호를 감지(S202)하여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

(S204)하여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고,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 되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하며,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 접속로와 같이 제1 유선 교환국(106)의 관할 내인 경우에는 바로 관할 제1 유선 교환국(106)을

경유하여 바로 단말기(102)와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상호 접속하며, 원격지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관한내가 아닌 경우에는 공중교환전화망(110)과 제2 유선 교환국(13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고,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공중교환전화망(110)과 패킷망(140)을 경유하

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며,

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교환전화망(110)과 무선망(12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방법은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등에서 특정 위치에 설치된 유.무선 센서를 구비하여 화재 및 각

종 감시정보의 상태 확인과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특정 보안/방범 연락처인 경비실이나 관공서에 이를 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을 구성하고,

상기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은 웹서버(550)를 더 포함하도록 하여 상기 웹 서버(550)에 의하여 원격지 컴퓨터(554)에서

인터넷망(552)에 접속하여 단말기(50)에 지령을 하달하거나 센서(514)의 상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것이 보

다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시스템

은,

공중 교환 전화망(110);

교환국(106)에서 전송되는 벨 신호를 감지(S202)하여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S204)하여 사용자 명령

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고,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 되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

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102);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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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말기(102)와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상호 접속하는 관한 내의 제1 유선 교환국(106)과, 원격지

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되는 관할외의 제2

유선 교환국(130);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

와 상호 접속하는 패킷망(140); 및

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는

기지국(114)을 포함한 무선망(12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부가 서비스 신청 및 가입(S402) 처리하고 비상시 단말기(102)에서 그로 접속하거나 외부에서 단말기(102)의 정보나 지

령을 하달(S406)하고,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징수(S406)하는 지능망 서버(30);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

자동 호 수신(인바운드) 및 발생(아웃바운드)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 콜센터(54)와 웹서버(550)를 더 포함하고,

상기 무인 콜센터에는 각종 정보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입자 데이터베이스(542), 백업서버(544), 녹취서버(546)을 접속하

여 정보를 상호 연동하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외부에서 인터넷망(552)을 이용하여 웹을 통한 실제 상황을 항시 확인 또는

단말기(102)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측면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

법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교환국(106)에서 전송되는 벨 신호를 감지(S202)하여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S204)하여 사용자 명령

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고,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 되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

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 접속로와 같이 제1 유선 교환국(106)의 관할 내인 경우에는 바로 관할 제1 유선 교환국(106)을

경유하여 바로 단말기(102)와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상호 접속하며, 원격지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공중교환전화망(110)과 제2 유선 교환국(13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고,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공중교환전화망(110)과 패킷망(140)을 경유하

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며,

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교환전화망(110)과 무선망(12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2는 도

1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의 주요 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 PSTN망(110: Public Switch Telecommunication Network,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 받는 가정이나 사업장,

사무실등에서 내부의 화재, 상태 확인등과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는 센서의 상태를 아날로그 음성 전화기(132), 인터넷 전

화기(142), 이동단말기(116) 등과 같은 접속이 가능한 외부의 기기를 사용하는 단말기(102)에 등록된 가입자에게 미리 약

속된 음성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대응하는 단말기(102)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의 특징은 외부에 부착되는

각종 센서와 유/무선으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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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102)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프로그램(functional program), 프로그램 코드(program code), 및

코드 세그멘트(code segment)를 롬메모리(미도시)에 저장하고 그 롬메모리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미도시)가 읽어들여

실행함으로써 구현된다.

즉, 첫 번째로 단말기(102)는 교환국(106)에서 전송되는 벨 신호를 감지(S202)하여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S204)하여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 되지 않으

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음성 정보를 저장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말기(102)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전화기(104)에 접속되어

있어 유사시 단말기(102)가 아날로그 전화기

세 번째로 창문과 출입문 등에 설치되는 각종 외부 침입 센서의 입력 기능을 수행한다.

네 번째로, 화재, 가스등의 누출 감지 센서의 입력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와의 약속된 비밀번호 등록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각종 센서의 온/오프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명령을 수신하지 않고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고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옵션으로 첫 번째의 기능은 축소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 받는 가정이나 사업장, 사무실등에서 내부의 화재, 상태 확인

등과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발생되는 센서의 상태를 접속이 가능한 외부의 기기, 예를들어, 아날로그 음성 전화기(132), 인

터넷 전화기(142), 및 이동단말기(116)를 이용하여 설치된 단말기(102)로부터 방범 상황을 파악하거나 명령을 지령하여

경보음을 출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단말기(102)로부터 정하여진 유무선 번호로 긴급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방범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102)를 구비하여 단독(Stand alone)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세부 동작을 설명하면,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

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 접속로와 같이 제1 유선 교환국(106)의 관할 내인 경우에

는 바로 관할 제1 유선 교환국(106)을 경유하여 바로 단말기(102)와 아날로그 전화기(108)가 상호 접속되어 사용자가 외

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격지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관할 교환국이 아닌 외부의 유선 교환국, 즉, 제2 유선 교환국

(130)과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패킷망(140)과 공중교환전화망

(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한다.

또한, 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기지국(114)을 포함하는 무선망(120)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 접속로

를 통하여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범 서비스 시스템으로 지능망 서버를 적용한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블

록도이고, 도 4는 도 3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의

주요 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의 실시예는 유/무선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지능망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보유한 지능망 서버

(30)를 이용하여 부가 서비스 신청 및 가입(S402)을 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면서 SMS(Short Message Service)등의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

기(102)에 접속된 센서들의 상태정보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3 접속로를 통하여 동일한 유선

교환국 관할 내인 경우에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이용하거나 제4 접속로와 같이 관할 교환국이 아닌 외부 즉, 제2 유선

교환국(130)을 통한 아날로그 전화기(132) 또는 패킷망(140)에 접속된 인터넷 전화기(142, 144)를 이용하거나 이동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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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16)로 무선망(120)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중교환전화망(110)을 이용하여 서비스 사업자의 지능망 서

버(30)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단말기(102)과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이로써, 비상시 단말기(102)에서 지능망 서버로 접속

하거나 외부에서 단말기(102)의 정보나 지령을 하달(S406)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징수(S406)할 수 있다.

즉, 상기와 같은 지능망 서버를 적용한 방법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은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

능망을 이용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면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범 서비스 시스템으로 무인 콜센터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6은 도 5의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

스 방법의 주요 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는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등에서 특정 위치에 설치된 유.무선 센서를 구비하여 화재 및 각종 감시정보의

상태 확인과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특정 보안/방범 연락처인 경비실이나 관공서에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을 구성하고,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은 웹서버(550)를 더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웹 서버

(550)에 의하여 원격지 컴퓨터(554)에서 인터넷망(552)에 접속하여 단말기(50)에 지령을 하달하고나 센서(514)의 상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 유선전화의 단선을 인지하기 위하여 단말기(102)에는 단선감지부(502)를 구비하여 보안 및 방범의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자동 호 수신(인바운드) 및 발생(아웃바운드)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 콜센터(54)와 웹서버(550)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를 보

관하기 위하여 가입자 데이터베이스(542), 백업서버(544), 녹취서버(546)을 구비하여 정보를 상호 연동하게 시스템을 구

성하고 외부에서 인터넷망(552)을 이용하여 웹을 통한 실제 상황을 항시 확인 또는 단말기(102)를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의 유선 전화기(522)나 이동단말기(524)를 이용하여 각각 유선 공중망 또는 무선공중망을 포함한 공중교환전화망

(52)통해 무인 콜센터(54)에 접근하여 실제 상황을 항시 확인 또는 단말기(102)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무인 콜센터(54)

또는 단말기(102)에 하달된 명령을 이미 정하여 진 음성으로 수신하거나 무인 콜센터(54)의 문자 발생기를 통하여 문자로

서 수신이 가능하게 하며, 직접 단말기(102)에 접속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102)는 유선과 무선으로의

음성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옵션을 부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유선인 경우에는 단선을 감지하는 단선감지부

(502)에 의하여 DTMF 신호를 분석하여 이를 단말기(102)의 자체 메모리(508)와 제어부(506), LCD 디스플레이(510), 각

종 센서(514)의 센서출력 입력부(512)로 구성되어 외부의 단말기(522, 524)와 상호 송수신이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는 무인 콜센터(54)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을 전달 또는 명령수행을 하달 받을 수 있으며, 무선인 경우

에는 상기 단말기(50)에서 무선방식을 기반으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무선송수신부(504)을 내장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

록 하는 유.무선 공중망과 무인콜센터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무인 콜센터(54)의 주요 기능은 호 착신 및 발생기능을 통

하여 가입자가 항시 접속이 가능하여 단말기(102)를 제어하거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또한, 무선 단말기

(524)에는 문자 송달, 유선 가입자에게는 음성전달이 가능하고 긴급한 상황 시에는 정하여진 장소(경비실, 방범관공서)로

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웹서버(550)의 주요 기능은 가입자가 항시 접속이 가능하여 단말기(102)를 제어하

거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말기(5)의 주요 기능은 유.무선 선택, 유선 전화기인 경우 후크 오프(HooK Off)시 축음과 동시에 발생되는 통화음을 확

인하여 단선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단선 시에는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미도시)를 이용하여 경보음을 발생하게 하며, 무인

콜센터(54))와 외부의 유.무선단말기(522, 524)로의 정하여진 음성을 통하여 정보 보고 또는 명령 수행 및 이상시 보고 한

다. 상기 시스템에서는 무인 콜센터 시스템을 운용하며 단선 유무를 수시로 확인(S602)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 그를 위한 단말기는 일반 가정, 사업

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에 유무선 센서와 함께 설치되어 일반 공중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에 유무선 센서와 함께 설치되어 일반 공중

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및 그를 위한 단말기

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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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하기 위하여, 상기 단말기(102)를 관할하는 제1 유선 교환국(106)의 관할 내에서 상기 제1 유선 교환국(106)을 경유하여

다른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이용하여 단말기(102)에 접속하거나, 관할 내가 아닌 공중교환전화망(110)과 제2 유선 교

환국(130)을 경유하여 원격지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단말기(102)에 접속하거나, 관할 내가 아닌 공중

교환전화망(110)과 패킷망(140)을 경유하여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단말기(102)에 접속하거

나, 관할 내가 아닌 공중교환전화망(110)과 무선망(120)을 경유하여 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단말기(102)에 접속하

거나, 일반 가정,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특정 위치에 설치된 유.무선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및 각종 감시정보의 상태 확인과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특정 보안/방범 연락처인 경비실이나 관공서에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무인 콜센터 시스

템(54)이 단말기에 접속하면, 상기 단말기(102)에 의하여 교환국(106) 혹은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에서 전송되는 벨 신

호를 감지(S202)하는 과정과;

상기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S204)하는 과정;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는 과정; 및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되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콜센터 시스템(54)이 단말기에 접속하여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는 과정에서는

원격지 컴퓨터(554)가 인터넷망(552)을 경유하여 상기 웹서버(550)에 접속하여 관리자가 단말기에 지령을 하달하거나 센

서(514)의 상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공중 교환 전화망(110);

교환국(106)에서 전송되는 벨 신호를 감지(S202)하여 감지된 호가 사용자 명령 입력인지를 식별(S204)하여 사용자 명령

이 입력된 경우에는 사용자 명령을 수행(S206)하고,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 되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선에 연

결된 통신 단말기(104)에 벨을 울려 주는 기능과 일반 통화인 경우 통화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102);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단말기(102)를 설치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단말기(102)에 접속된 센서의 상태 정보를 받거나 단말기(102)에 지령 하달

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말기(102)와 아날로그 전화기(108)를 상호 접속하는 관한 내의 제1 유선 교환국(106)과, 원격지

의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132)를 사용하여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되는 관할외의 제2

유선 교환국(130);

인터넷 전화기(142)나 인터넷 PC(144)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

와 상호 접속하는 패킷망(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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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말기(116)를 사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교환전화망(110)을 경유하여 단말기(102)와 상호 접속하는

기지국(114)을 포함한 무선망(120); 및

부가 서비스 신청 및 가입(S402) 처리하고 비상시 단말기(102)에서 그로 접속하거나 외부에서 단말기(102)의 정보나 지

령을 하달(S406)하고,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징수(S406)하는 지능망 서버(3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자동 호 수신(인바운드) 및 발생(아웃바운드)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 콜센터(54)와 웹서버(550)를 더 포함하고,

상기 무인 콜센터에는 각종 정보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입자 데이터베이스(542), 백업서버(544), 녹취서버(546)을 접속하

여 정보를 상호 연동하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외부에서 인터넷망(552)을 이용하여 웹을 통한 실제 상황을 항시 확인 또는

단말기(102)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방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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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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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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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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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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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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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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