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B 7/2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2월30일

10-0539530

2005년12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2-0005841 (65) 공개번호 10-2003-0065823

(22) 출원일자 2002년02월01일 (43) 공개일자 2003년08월09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곽우영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884-4벽산3차아파트354-1404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송인관

(54) 일체형 무선 가입자 망 단말기

요약

본 발명은 송수화 기기(Speaker & Mic)와 USB(Universal Serial Bus) 및 USB 드라이버를 본체에 내장한 일체형 무선

가입자 망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와 PC의 USB를 연결하기 위한 콘넥터들이 상기 일체형 무선가

입자망 단말기를 충전시키기 위한 충전장치에 설치된 것이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USB가 장착된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외형도

도 2는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회로적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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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와 충전장치가 분리된 상태의 외형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및 충전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회로적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충전장치의 회로적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RF 송수신부 12 : 이동국 모뎀부

13 : 음성 처리부 14a : 스피커

14b : 마이크 16 : 전원공급부

17 : 데이터 인터페이스부 18 : 메모리부

19 : 키 패드부 20 : 링거부

21 : USB 22 : USB 라인 드라이버

23, 25 : 통신 핀 콘넥터 24, 26 : 전원 콘넥터

27, 300 : USB 콘넥터 28 : 전원 스위칭부

100 :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200 : 충전장치

400 : PC 500 : 아답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송수화 기기(Speaker & Mic)와 USB(Universal Serial Bus) 및

USB 드라이버를 본체에 내장한 일체형 무선 가입자 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가입자 망(Wireless Local Loop, 이하 WLL 이라 약칭함) 시스템은 무선으로 가입자 선로(Subscriber

line)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전화국과 일반 가정 또는 사무실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연결하여 음성, 모사 전송

(Facsimile),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가입자망(WLL)은 외국에서는 RITL(Radio In the Loop), FRA(Fixed Radio Access), FWA(Fixed Wireless

Access) 또는 FCS(Fixed Cellular System) 등으로 불리며, 최근 들어 통신 사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이러한 무선 가입자 망 시스템은 1970년대 초 AT&T Bell 연구소에서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전

화를 가설할 경우 가설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무선 주파수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안테나와 무선 송수신장치의 제조 및 설치비용이 과다하여 상용화에 이르지 못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반도체 및 전자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주파수 효율, 무선 채널 품질, 가입자당

구축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제조 업체에서 경제성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통신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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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들이 무선 가입자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선 가입자망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로컬 교환기로부터 가입자 댁내까지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기존 가입자망에 비해 가입자 선로 구축이 용이하고 서비

스 개시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둘째, 유선 가입자망이 천재지변 등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용 가입자 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se), 데이터 서비스, ISDN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는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넷째, 설치 비용이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여 투자 비용이 절감되며, 투자비 회수가 빠르다.

다섯째, 가입자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신속하게 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무선 가입자망은 신규 시내전화 사업자나 신규 통신 사업자가 조기에 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며, 특히 유선망 기반 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통신 기반구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상기 무선 가입자망은 무선채널을 통신매체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동통신망과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이동성이

없으므로 전파환경이 이동 통신망의 전파 환경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외에도 이동 통신망과 비교했을 때 다

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이동 통신망의 전파 환경은 안테나의 높이가 주변 건물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가시경로(non-

line-of-sight) 환경이 되어 주변 건물에 의한 직진파의 차단, 반사, 회절로 전파 경로 손실이 40dB/decade 정도이나, 무

선 가입자망의 전파 환경은 단말기의 안테나를 건물 옥상과 같이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가시경로(lin-of-sight)가

용이하며 제한된 이동성을 고려하면 전파경로 손실이 20dB/decade 정도로 작아 동일한 송신전력으로 부다 넓은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다.

또한, 무선 가입자망의 전파환경은 점 대 점 방식의 고정 통신이기 때문에 점 대 이동국 방식의 이동 통신망의 전파환경보

다 다중경로로 인한 페이딩 현상이 훨씬 적다.

그리고, 무선 가입자망은 고정무선 통신망이므로 핸드오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 통신망에서 호 단절 없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핸드 오버용 여분의 무선 채널 확보가 무선 가입자망에서는 필요 없게 되며, 이 여분의 무선채널을

일반 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무선채널의 효율 증가 및 가입자 수용 용량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건물과 기

지국간의 무선링크는 특정한 가입자에게 간섭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설치된 후에 가입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던가 또는 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선링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선 가입자망의 설계는 이동 통신망보다

는 훨씬 간단하다.

또한, 무선 가입자망은 고정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순/역방향 링크에 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개개의 가입자에게 미치는

동일채널 간섭 영상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파수 재사용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재사용 거리의 감소는 단위

면적 당 가입자 수용 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무선 가입자망의 기본 구성은, 전화기와, 상기 전화기와 교환국 간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입자 접속 장치

(Network Interface Unit, NIU)와, 기지국(base station),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및 기지국 운용장치 등

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상기 가입자 접속 장치는 망 요소 가운데 최종단에 위치하며 무선 신호의 송수신, 무선 채널 변복조, 음성 압축 및 복원,

PSTN 단말 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RF 기능이 내장된 형태와 별도로 구성된 형태, 그리고 핸드셋 등 적용되는 기술에 따라

여러 형태의 단말장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단일 선로(single line), 다중선로(multiple line) 등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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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은 상기 가입자 접속 장치와 기지국 제어기 사이에 위치하며, 가입자 접속 장치와는 무선으로, 기지국 제어기

와는 유선으로 연결된다. 무선신호의 송수신, 전력제어, 채널의 변조 및 복조, 가입자 접속장치 및 기지국 제어기와의 신호

를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안테나 송수신기, 전력증폭기, 채널 카드 등과 기지국 제어기와 인

터페이스를 위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가입자 접속장치 사이에서 무선 접속을 수행함에 있어 기지국은 전파환경 및 무선 출력의 제한

으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셀 반경이 제한을 받게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무선 구간과 유선 구간을 접속해 주는 기지

국 제어기가 요구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교환기와 기지국 사이에 위치하며, 이들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지국을

관리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각각의 기지국과 대부분 유선으로 연결되며, 무선 자원의 관리 및 트랜스 코딩, 기지국 관

리, 기지국 및 교환기 정합 기능 등을 수행한다.

상기 기지국 운용장치는 무선 가입자 망 전체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유지 보수 기능을 담당하며, 그 기능으로는 망 구성 관

리, 성능관리,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전화기와 가입자 접속 장치가 본원발명의 무선 가입자 망 단말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는 전화기와 가입자 접속장치 간의 연결관계에 따라 분리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와 일체

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로 분리된다.

즉, 분리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기존의 유선망에 연결된 고정 전화기를 갖고 있는 가입자가 무선가입자망에 가입 시,

전화기는 구매하지 않고 단지 가입자 접속장치만 구매할 수 있도록 고정 전화기와 가입자 접속장치가 분리되어 유선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기존의 유선망에 연결된 고정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무선가입자망에 가입 시

편리하도록 전화기와 가입자 접속장치가 하드웨어적으로 하나로 구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종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외관도이고, 도 2는 종래의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일반 유선 전화기와 같이 , 가입자 접속장치와 전화기가 내장된 본체(1)와 핸드셋

(Handset)(2)이 분리되고, 상기 핸드셋(2)과 본체(1)간에는 코일 라인(3)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핸드셋(2)이 본체

(1)에 안착되거나 분리됨에 따라 후크 스위치가 오프 또는 온 되어 송수신이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의 회로적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화기와 가입자 접속장치가 일체로 된 종래의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슈퍼-헤테로다인 방

식으로 송신 주파수(824∼849MHz)와 수신 주파수(869∼894MHz)를 달리하여, 기지국(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에서 출

력된 RF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y)를 발생시키고 증폭기 및 아날로그/디

지탈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변환시킨 후 이동국 모뎀부(MSM, Mobile Station Modem)로 출

력하고, 상기 이동국 모뎀부(MSM)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및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킨 후 송

신하려는 RF 대역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출력하는 RF 송수신부(11)와, 상기 RF 송수신부(11)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내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 한 후, 디지털 기

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RF 송수신부(11)로 출력하는 이동국 모뎀부(MSM, Mobile Station Modem)(12)와, 핸드 셋

(Hand set)의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코딩하여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 출력

하고,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디코딩하고 각각의 음성 신호의 레

벨을 조절하는 음성 처리부(CODEC)(13)와, 상기 음성처리부(13)와 코일 라인으로 연결되어 상기 음성 처리부(13)에서 출

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와 상기 음성 처리부(13)에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마이크

가 구비된 핸드 셋(14)과, 상기 핸드 셋(14)이 전화기 본체에 안착되거나 분리됨에 따라 후크 스위치(HOOK switch)가 오

프 또는 온 됨을 검출하여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 출력하는 후크 감지부(15)와, 외부의 기기(컴퓨터, 팩시밀리 등)와 무

선가입자망 시스템를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와,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를 구동하는 메인 프로그램 및

RF 캐러브레이션(Calibration) 데이터 및 사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부(18)와, 백업 밧데리 및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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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구비하여 AC 아답터(AC Adapter)로부터 전원을 받아 각부에 동작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상기 백업 밧데리에 충

전하여 정전 시 상기 백업 밧데리의 전원을 각부에 공급하는 전원공급부(16)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미 설명 부호

는 전화기의 키 패드(19)와 링(Ring)신호를 출력하는 링거(Ringer)((20)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신 모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후크 감지부(15)에서 후크 스위치(HOOK switch)가 오프(OFF) 또는 온(ON) 됨을 검출하여 상기 이동국 모뎀부(12)

로 출력하므로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는 항상 후크 스위치가 오프 되었는지 온 되었는지를 체크한다. 따라서, 상기 후크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안테나에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링거(20)를 통해 링 신호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알린다. 그러면 사용자는 링 신호에 의해 전화가 걸려 왔음을 인식하여 상기 핸드 셋(14)을 본체로부터 분리시

켜 후크 스위치(15)가 온 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RF 송수신부(11)는 상기 안테나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F)를 발생시킨 다음 디지털 기저대

역(Baseband) 신호로 변환시킨 후 이동국 모뎀부(MSM, Mobile Station Modem)(12)로 출력한다.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는 상기 RF 송수신부(11)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음성 처리부(13)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 처리부(13)는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디코딩하고 각각의 음성 신호의 레벨을 조절하여 핸드 셋(14)의 스피커를 통해 음성신호를 출력한

다.

그리고, 상기 핸드 셋(14)의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는 상기 음성 처리부(13)에서 디지털 음성 신호로 코

딩되어 이동국 모뎀부(12)에 입력된다.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는 입력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를 부호화 한 후 디지털 기저

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RF 송수신부(11)로 출력한다. 상기 RF 송수신부(11)는 상기 이동국 모뎀부(MSM)(12)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및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킨 후 송신하려는 RF 대역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

를 통해 기지국으로 출력한다. 이와 같은 동작에 의해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기지국과 송수신하게 되어 송신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된다.

한편, 사용자가 통화를 원할 경우는, 핸드 셋(14)을 들어 후크 스위치를 온 시킨 상태에서 키 패드(19)를 통해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면 기지국과 채널이 할당되고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통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를 통해 외부의 기기(컴퓨터, 팩시밀리 등)를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을 연결하여 통신

을 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상기 종래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은 AC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시켜 사용

해야 하므로 사용에 불편하였다.

둘째, 핸드 셋과 몸체가 분리된 2-피스(2-Pieces)의 구조이고 부피가 크며 상용전원 공급방식이므로 근거리 이동이 곤란

하였다.

셋째,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를 통해 외부의 기기(컴퓨터, 팩시밀리 등)를 상기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연결하여

통신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는 데이터를 직렬로 전송하는 RS232C(Recommended Standard

232 REvision C)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상기 RS232C는 전송 속도가 느리고 2개의 송수신 신호선, 5개의 제어선, 1개의

어스 선이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핀 수가 요구되며, PC를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PC의 신호 레벨

과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의 신호 레벨이 다르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라인 드라이버 모듈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몸체와 핸드셋이 일체로된 1-piece 구조의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를 구성함과 함께 USB(Universal Serial Bus) 및 USB 라인 드라이버를 내장한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

말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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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스피커 및 마이크를 구비한 송수화기와

PC와 통신하기 위한 USB 및 USB 라인 드라이버가 본체에 내장됨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내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기지국으

로 출력하는 이동국 모뎀부(MSM)와, 상기 이동국 모뎀부에 장착되어 외부의 PC와 통신할 수 있도록한 USB 및 USB 라인

드라이버를 구비함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안테나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

여 중간 주파수(IF)를 발생시키고 디지털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변환시킨 후 이동국 모뎀부(MSM)로 출력하고, 상

기 이동국 모뎀부(MSM)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및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킨 후 송신하려는

RF 대역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출력하는 RF 송수신부와, 상기 RF 송수신부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기

저대역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내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

환하여 상기 RF 송수신부로 출력하는 이동국 모뎀부(MSM)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

신호로 코딩하여 상기 이동국 모뎀부로 출력하고, 상기 이동국 모뎀부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

호로 디코딩하고 각각의 음성 신호의 레벨을 조절하는 음성 처리부(CODEC)와, 상기 음성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 및 상기 음성 처리부에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마이크와, 상기 이동국 모뎀

부에 내장되어 고속으로 외부의 PC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SB와, 통신 핀 콘넥터를 통해 상기 USB와 외부 PC가

통신할 수 있도록 라인을 드라이빙하는 USB 라인 드라이버와, 상기 이동국 모뎀부를 구동하는 메인 프로그램 및 사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충전 밧데리를 구비하여 각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를 구비하여

일체형으로 구성됨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상기 전원공급부의 충전 밧데리를 충전하고,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와 상기 외부 PC를 연결하는 콘넥터를 구비한 충전장치를 더 포함함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상기 상기 충전 장치에는,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에 연결되는 통신 핀 콘넥

터와,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전원공급부의 밧데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핀 콘넥터와, 상기 통신 핀

콘넥터에 연결되고 USB 케이블에 의해 상기 외부 PC의 USB와 연결시키기 위한 USB 콘넥터가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 핀 콘넥터와 전원 핀 콘넥터는 각각 2개의 핀을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USB 콘넥터는 데이터 신호선을 위한 2개의 핀과 전원선을 위한 2개의 핀을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2개의 데이터 신호선을 위한 핀은 상기 통신 핀 콘넥터에 연결되고, 전원선을 위한 2개의 핀은 상기 전원 핀 콘넥터에

연결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장치는 상기 USB 케이블이 상기 USB 콘넥터에 연결되는 것을 감지하여 PC로부터의 전원이 상기 전원 핀 콘넥

터를 통해 상기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밧데리에 공급되도록 스위칭하는 전원 스위치부를 더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장치는 USB가 사용중임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본 발명은 USB가 장착된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USB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USB(Universal Serial Bus)는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산업을 성장을 위해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보통신의 선두 격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IBM, NEC, DEC 및 Nortel 등이 모여서 USBO란

협체를 만들어 규격화 작업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주변기기가 접속되었을 때 재부팅이나 셋업 과정 없이 자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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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최대 127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을뿐더러 데이터 전송 속도도 최대 12Mbps를 지원하며 5V/500m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1998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컴퓨터에는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다. 상기 USB가 실용화됨에 따

라 윈도우 98(Window 98)부터 USB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상기 USB를 이용하는 장치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USB가 장착된 PC에서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USB를 장착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가 충전장치에 장착된 상태의 모형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

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가 충전장치에서 분리된 상태의 모형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및 충전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무선가입자망 단말기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송수화 기기(스피커 및 마이크)와 USB 및 USB 라

인 드라이버가 본체(100)에 내장된 것으로, 수신 시 센드 버튼(send button) 조작에 의해 수신으로 연결되고 송신 시는 프

리 다이얼링(Pre Dialing)한 후 센드 버튼 조작이나 포스트 다이얼링(Post Dialing) 후 센드 버튼 조작에 의한 송신 연결되

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전원 공급 방식은 별도의 충전장치(200)를 구비하여 외부 충전회로를 통해 충전하는 상시 밧데리

전원 공급 방식이다. 그리고, 상기 충전 장치(200)에는 PC(400)의 USB와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 간의 통신을

위한 USB 콘넥터(300)가 구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및 충전장치의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도 5와 같다.

즉,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의 이동국 모뎀부(12)내에 USB(21)가 장착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에 USB

라인 드라이버(22)가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의 외부에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22)에

연결되어 외부 PC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신 핀 콘넥터(23)가 설치되어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

가 충전 장치(200)에 위치될 경우 충전장치(200)의 통신 핀 콘넥터(24)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상기 일체형 무선가

입자망 단말기(100) 및 상기 충전장치(200)에는 각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핀 콘넥터(25, 26)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

다.

그리고, 상기 충전장치(200)에는 외부 PC(300)의 USB(27)와 USB 케이블에 의해 연결시키기 위한 USB 콘넥터(300)가

설치되어 상기 통신 핀 콘넥터(25)에 연결된다. 도 5에서 미설명 부호는 상기 충전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아답터

(500)이다.

여기서,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22)를 충전장치(200)에 장착하여도 되나, 이동국 모뎀부(12)와 USB 라인 드라이버(22)

사이에는 6개의 라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상기 단말기(100)와 충전장치(200) 사이의 통신 핀 콘넥터(23, 25)의 핀 수가 6

개로 늘어나서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 및 충전 장치에 형성되는 통신 핀 콘넥터(23, 25) 및 전원 핀 콘넥터(24,

26)는 각각 2핀의 콘넥터이고, USB 케이블은 2개의 데이터 신호선과 2개의 전원선으로 구성된 4 라인으로 구성되므로 상

기 PC(400)의 USB(27)와 연결되는 USB 콘넥터(300)는 4핀의 콘넥터이다. 도 4에 상기 핀 콘넥터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

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및 충전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및 충전장치의 회로적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테나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y)를 발생시키고 증폭기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변환시킨 후 이동국 모뎀부(MSM, Mobile Station Modem)로 출력하고, 상기 이동국 모뎀부(MSM)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및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킨 후 송신하려는 RF 대역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

으로 출력하는 RF 송수신부(11)와, 상기 RF 송수신부(11)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내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RF 송수신부(11)로 출력하

는 이동국 모뎀부(MSM, Mobile Station Modem)(12)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

로 코딩하여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 출력하고,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음

성신호로 디코딩하고 각각의 음성 신호의 레벨을 조절하는 음성 처리부(CODEC)(13)와, 상기 음성 처리부(13)에서 출력

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14a) 및 상기 음성 처리부(13)에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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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14b)와, 상기 이동국 모뎀부(12)에 내장되어 고속으로 외부의 PC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SB(21)와, 데이터

인터페이스부(17)에 내장되어 충전장치(200) 및 통신 핀 콘넥터(23)를 통해 상기 USB(21)와 외부 PC가 통신할 수 있도록

라인을 드라이빙하는 USB 라인 드라이버(22)와, 상기 이동국 모뎀부(12)를 구동하는 메인 프로그램 및 RF 캐러브레이션

(Calibration) 데이터 및 사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부(18)와, 충전 밧데리를 구비하여 각부에 전

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16)을 구비하여 일체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4 및 5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에 통신 핀 콘넥터(25) 및 USB 콘넥터(300)를 구비하여 상기 통신 핀 콘넥터

(23)에 의해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100)와 외부 PC가 통신할 수 있도록 콘넥터가 구비되고, 상기 충전 밧데리

를 충전하는 외부 충전장치(200)를 더 구비하여 구성되며, 미 설명 부호는 센드 버튼을 구비한 키 패드(19)와 링(Ring)신

호를 출력하는 링거(Ringer)(20)이다.

상기 전원 공급부(16)의 밧데리와 외부 충전장치(200)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핀 방식에 의해 연결되어 무

선가입자망 단말기에 내장된 밧데리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동작은 종래와 비슷하나, 수신 시 센드 버튼 조작에 의해 수신으

로 연결되고 송신 시는 다이얼링(Pre-dialing 또는 Post-dialing) 후 센드 버튼을 조작하여야만 송신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USB 케이블은 2개의 데이터 신호선과 2개의 전원선이 구비되므로 상기 충전장치(200)는

별도로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공급 받지 않고 상기 USB 케이블을 통해 PC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충전장치의 회로적 구성도이다.

즉, 상기 충전장치(200)는 상기 PC(200)와 USB 케이블에 의해 연결될 경우, 상기 PC(200)로부터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100)가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USB 케이블이 USB 콘넥터(27)에 연결되는 것을 감지하여 USB

케이블을 통해 PC(200)로부터의 전원이 상기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밧데리에 공급되도록 스위칭하는 전원 스위치부

(28)를 더 포함한다. 그리고, USB가 사용중일 때는 이를 LED가 표시해 준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스피커 및 마이크를 구비한 송수화 기기가 몸체에 내장된 1-피스 방식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하여 외

부 충전회로를 통해 상기 충전기를 충전하여 상시 밧데리 전원 공급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으므로 무선가입자망 시스템

을 일반 무선 전화기처럼 근거리를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전속 속도가 빠르고 핀 수가 적은 USB를 이동국 모뎀부에 장착하고 USB가 내장된 PC를 연결할 수 있도록하므로 무

선가입자망 단말기를 통해 빠른 속도로 PC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USB 케이블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고 PC에서 직접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전

원을 공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스피커 및 마이크를 구비한 송·수화기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호하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내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기지국으로 출력하는 이동국 모뎀부(MSM)를 구비하는 무

선가입자망 단말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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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모뎀부(MSM)와 외부 기기의 데이터 경로제공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송·수화기와 함께 하나의

몸체내에 일체형으로 구비되고, 외부 컴퓨터와 고속의 데이터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USB가 상기 이동국 모뎀부에 내장되

고, 상기 USB와 외부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도록 라인을 드라이빙하는 USB 라인 드라이버가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부에

내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단말기의 전원을 충전시키고,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와 외부 PC를 연결하는 콘넥터를 구비한

충전장치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 장치에는,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상기 USB 라인 드라이버에 연결되는 통신 핀 콘넥터와,

상기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핀 콘넥터와,

상기 통신 핀 콘넥터에 연결되고 USB 케이블에 의해 상기 외부 PC의 USB와 연결시키기 위한 USB 콘넥터를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핀 콘넥터와 전원 핀 콘넥터는 각각 2개의 핀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USB 콘넥터는 데이터 신호선을 위한 2개의 핀과 전원선을 위한 2개의 핀을 구비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

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데이터 신호선을 위한 핀은 상기 통신 핀 콘넥터에 연결되고, 전원선을 위한 2개의 핀은 상기 전원 핀 콘넥터에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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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장치는 상기 USB 케이블이 상기 USB 콘넥터에 연결되는 것을 감지하여 PC로부터의 전원이 상기 전원 핀 콘넥

터를 통해 상기 무선가입자망 단말기의 밧데리에 공급되도록 스위칭하는 전원 스위치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일

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장치는 USB가 사용중임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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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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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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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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