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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스팸 FAX을 걸러내어 과도한 종이 낭비와 FAX 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필터링 장비를 제안한다. 해당 

장비는 실제 FAX 기기와 PSTN망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 망으로 들어오는 스팸 FAX를 걸러 내고, 사용자는 외부에서 저장 

장치에 접근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FAX 데이터만 선택하여 출력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키워드: 팩시밀리(Faxmile), 필터(Filter), 스팸 광고(Spam advertisement)

I. Introduction

오늘날 사무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팩시밀리는 상대 쪽에

서 보내온 각종 정보 및 스팸, 광고등을 그대로 수신하여 인쇄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까지 인쇄하여 종이 및 팩스 토너등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의 인쇄로 인하여 팩시밀리의 수명이 단축되고 

팩시밀리의 잉크, 토너등을 소비함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팩스 수신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자가 인쇄 전에 내용을 대기화면 상에 확인하고 삭제 및 인쇄를 

선택하여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로 사용자 컴퓨터와 연결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임베디드 기반의 디지털 저장 장치(이하 

팩스 모뎀)을 개발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그림 1은 팩스 모뎀 프로토콜이며, FAX 데이터를 전송 완료하기까

지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를 Phase A~E라 나누게 된다. 

FAX Modem Protocol

Phase A단계는 팩스 기기간의 통신 협의 단계로서 서로의 Digital 
Identifi Signal을 확인하게 되며, 송수신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Phase B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Tranning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서로간의 협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는지 학습하게 

된다.[2] 이후 Phase C단계에서 PSTN망으로 팩스 데이터를 송⦁수

신하게 되며, 이후 Phase D단계에서 서로간의 연결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FAX 데이터는 Huffman Algrithm을 이용하여, 압축하고 

MSB(Most Significant Bit)로 상대 FAX 기기에 전송하게 된다. 
수신 받은 기기는 압축을 해제하여 TIFF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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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 FAX Protocol flow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그림 3은 팩스 모뎀 다이어그램으로, 통신부는 FAX 통신과 

Ethernet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PSTN 통신망과 Internet에 

연결된다.팩스 모뎀은 송신 시에 FAX기기로부터 받은 FAX 데이터를 

전화망으로 바로 통과 시켜주며, 수신 시에 데이터를 FAX 모뎀 

내부 저장 공간에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컨트롤은 MCU에서 담당하

게 되며, 각각의 제어부는 I/O로 연결되어 있다.

FAX Modem Diagram

그림 4는 팩스의 처리 흐름으로, 팩스 모뎀은 초기화 과정을 거처, 
송, 수신 감지 상태를 유지한다. 외부 FAX 기기로부터 수신이 감지될 

경우, Bypass 스위치의 동작 여부에 따라 팩스 모뎀이 송신 측 FAX 
기기 또는 내부의 기기와의 통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D 카드에 

저장된 팩스 데이터는 LAN 접속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LAN으로 팩스 모뎀에 접속하게 되면, FAX Modem은 SD 카드를 

읽고 사용자에게 FAX 데이터 리스트를 출력해 준다. 이때 사용자의 

FAX 데이터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PC에 저장 하게 되며, 사용자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거나 PC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AX System flow

IV. Conclusions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중인 팩스 기기는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많은 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팩스 

전용 솔루션을 도입 할 수 있지만, 초기 설치 비용과 운용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임베디드 기반의 팩스 

저장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낭비를 줄일수 있으며, 사무 

효율 증가와 동시에 도입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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