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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요약

본 발명은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는, 그 내부에 리스크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통신 인
터페이스에 맞는 프로토콜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통신 서비스 제어기;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
기에 필요한 리셋 신호를 공급하는 리셋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공급하는 클럭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며, 시작 프로그램, 단말장치 운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부; 및, VoIP 전화 기능,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 기능, 아날로그 전화 기능, 이더넷 접속 기능, 무
선망 접속 기능 및 EIA232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접속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양질의 음성통화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하여 만든 통신 서비스 제어기를 이용함으로써, 구성 부품을 최소화하여 설계가 용이
하고 구성이 간단하며 저가인 잇점을 가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RISC, 통신 단말장치, 통신 서비스 제어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가 인터넷 망과 결합될 때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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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기 도 2에 도시된 통신 서비스 제어기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통신 서비스 제어기 11 : 리셋부

12 : 클럭부 13 : EIA232 접속부

14 : 무선 접속부 15 : 이더넷 물리층 접속부

16 : 메모리부 17 : DSL 접속부

18 : POTS 접속부 19 : 키패드/LCD

20 : 송수화기 접속부 181 : POTS 전화기

201 : VoIP 송수화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
터넷 망을 통하여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음성 전화 기능 및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단말장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유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또는 무선 인터
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통신망을 이용한
단말장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기능이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였으므로, 단말장
치 내부의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며 불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단말장치의 설계 및 개발
이 어렵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개발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일 예로서, 이더넷
(Ethernet) 환경이 없는 각 가정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포트가 있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단말장치와 유선 이더넷 포트가 있는 인터넷 전화기가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선행 기술로서, 미국 특허 제6,435,047호(등록일 : 2002년 2월 5일)에는 가입자 선로
를 사용하여 전화와 컴퓨터로부터 IP 패킷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어댑터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특허 출원 공개 제2002-0042107호(공개일 : 2002년 6월 5일)에는 안테나, 스위치, 송신증폭기, 수
신기, RF/IF 변환기, 베이스밴드 프로세싱 유니트로 구성되어, 인터넷 망을 통한 일반 음성 통화 기능(VoIP), 무선
랜 데이터 통신 기능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폰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허 출원 공개 제2001-0019508호(공개일 : 2001년 3월 15일)에는 발신자가 인터넷폰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중 전화망(PSTN)을 통해 IP 주소를 전송하여 통화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폰 접속 장치가 설명되
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종래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
장치를 구성할 때, 양질의 음성통화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하
여 만든 통신 서비스 제어기를 이용함으로써, 구성 부품을 최소화하여 설계가 용이하고 구성이 간단하며 저가이면
서 소형인 유선 또는 무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는,

그 내부에 리스크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통신 인터페이스에 맞는 프로토콜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으로 처리하는 통신 서비스 제어기;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필요한 리셋 신호를 공급하는 리셋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공급하는 클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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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며, 시작 프로그램, 단말장치 운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및 각종 응용 프로그
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자에 의한 키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키보
드;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직접 연결되어 단말장치의 상태 및 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 및,

VoIP 전화 기능,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 기능, 아날로그 전화 기능, 이더넷 접속 기능, 무선망 접속 기능 및
EIA232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접속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접속모듈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각종 톤
신호 및 음성 신호의 디지털/아날로그 상호 변환 및 아날로그 신호의 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송수화기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디지털 가입자 라인 사이에 연결되어 단말측 디지털 가입자 선로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디
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아날로그 전화기 및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에 연결
되어 아날로그 전화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아날로그 전화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이더넷 망 사이에
연결되어 이더넷 물리층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이더넷 물리층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무선
망과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무선 접속부; 및 EIA232 포트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터미널
과 연결되는 EIA232 접속부를 포함하는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양질의 음성통화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하여 만든 통신 서비스 제어기를 이용함으로써, 구성 부품을 최소화하여 설계가 용이
하고 구성이 간단하며 저가인 잇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전화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구성이 간단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신뢰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단말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가 인터넷 망과 결합될 때의 연결 관계가 도시되어 있
다. 도 1에서, 본 발명의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1~N)는 이더넷(ethernet) 선로를 통해 인터넷(2)과
연결됨과 동시에 디지털 가입자 라인(DSL : Digital Subscriber Line, 이하 'DSL'이라 함)을 통해 디지털 가입자 라
인 액세스 모듈(DSLAM :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odule, 이하 'DSLAM'이라 함)(3)에 연결된다. 상기
DSLAM(3)은 비동기 전송 모드(ATM : 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하 'ATM'이라 함) 스위치(4)와 연결되
며, 상기 ATM 스위치(4)는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5)를 통해 인터넷(2)에 연결된다. 상기
DSLAM(3)에서 분리된 아날로그 전화선은 공중 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연결된
다.

상기 DSLAM(3)은 디지털 가입자 라인을 통한 접속 기능을 처리한다. 상기 DSLAM(3)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고속
링크를 통하여 상기 ATM 스위치(4)에 상호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DSLAM(3)에서 분리된 아날로그 전화 신호는
상기 PSTN(6)을 통해 상호 전송될 수 있다. 상기 ATM 스위치(4)는 ATM 셀을 스위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MPLS(5)는 ATM 셀과 이더넷 패킷의 상호 변환 및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수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교환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를 설명한다.

도 2에는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2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는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와, 상
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의 주변에 연결되어 통신 단말 기능에 필요한 각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리셋부(11)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소정의 필요한 시간 동안 전원 입력 리셋 신호 및 스위치 리셋 신호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클럭부(12)는 단말장치에 필요한 50MHz의 클럭을 공급한다. 상기 50MHz의 클럭은 상
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입력되어 필요에 따라 분주 또는 승산이 되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연결된
회로들에 공급된다.

메모리부(16)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직접 연결되고, 시작 프로그램이나 단말장치 운용 프로그램을 저장
한다. 그리고, 상기 메모리부(16)는 예를 들어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버스로 접속이 가능한 플래쉬 롬(F-
ROM : Flash Read Only Memory)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나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
며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버스로 접속이 가능한 동적 램(DRAM :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또는
정적 램(SRAM :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부(16)로서 메모리 맵 형
태로 액세스가 가능한 외부 소자가 연결될 수도 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라 함) 송수화기(201)는 송수화기 접속부(20)를 통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연결되어 송수화기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송수화기 접속부(20)는 각종 톤 신호 및 음성 신호
의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상호 변환 및 아날로그 신호의 증폭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마이크 및 스피
커가 연결되어 스피커 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키패드 및 LCD(19)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직접 연결되어 외부 입출력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키패드는
전화 번호 및 특수 번호 다이얼링을 위한 12개의 기본 키 버튼과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 기능을 위한 4개의 보조 키
버튼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보조 키 버튼은 메뉴 키 1개, 기능 설정 키 1개, 제어 기능 키 2개로 구성된다. 액정 표
시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는 8비트의 데이터 신호,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 및 제어 관련 기준신호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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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단말장치의 모든 상태 및 사용자에게 필요
한 메시지를 표시한다. 이 때, 표시되는 메시지는 전화기 후크(hook)의 온오프 상태, 발신 및 착신 전화번호, 현재
시간 등이 있으며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서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
다.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이하 'POTS'라 함) 전화기(181)는 일반적으로 공중 전화망(PSTN)에 연결되
어 사용되는 아날로그 전화기이며, POTS 접속부(18)는 상기 POTS 전화기(181)가 공중 전화망에 접속되어 아날로
그 전화기로 사용될 때는 단순하게 DSL 접속부(17)의 POTS 전화 포트로의 연결 기능을 해 주고, 상기 POTS 전화
기(181)가 인터넷 망에 접속되어 VoIP 전화기로 사용될 때는 링 신호 공급 기능, 각종 톤 신호 공급 기능,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입력 신호 해석 기능 및 링(Ring) 신호 공급에 필요한 전압 컨버팅 기능을 수
행한다. 상기 POTS 접속부(18)는 상기 통신서비스 제어기(10)와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버스로 연결
되며, 송수신 클럭 신호(TDMCLK), 프레임 동기신호(FS), 송신 데이터 신호(TDMTXD), 수신 데이터 신호
(TDMRXD)를 통해 상호간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DSL 접속부(17)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와 로컬 버스(Local bus)를 통하여 연결되어 상기 통신 서비
스 제어기(10)의 제어를 받는 한편, 범용 시험운용 물리층 ATM 정합(UTOPIA : Universal Test and Operation
Physical Interface for ATM, 이하 'UTOPIA'라 함) 버스를 통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와 연결되어 데이터
를 송수신한다. 또한, 상기 DSL 접속부(17)는 DSL 선로에 연결되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여 DSL 규격
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와 연결되는 UTOPIA 버스는
ATM 물리층 표준버스이며, 상기 UTOPIA 버스에 연결되는 신호에는, 송신데이터 신호(TXD7~TXD0), 송신셀 시
작신호(TXSOC), 송신 가능 신호(TXENB), 송신셀 가능 신호(TXCLAV) 및 송신데이터 클럭 신호(TXCLK)로 이루
어진 송신 관련 신호와 수신데이터 신호(RXD7~RXD0), 수신셀 시작신호(RXSOC), 수신 가능 신호(RXENB), 수신
셀 수신 가능 신호(RXCLAV) 및 수신데이터 클럭 신호(RXCLK)로 이루어진 수신 관련 신호가 있다. 상기 로컬 버스
와 연결되는 제어신호에는 8비트 데이터 신호(UD7~UD0), 8비트 주소 신호(UA7~UA0), 일종의 제어 신호인 데
이터 읽기 신호(URDB), 데이터 쓰기 신호(UWRB), 주소 유효 신호(UASB), 칩 선택 신호(CSB)가 있다. 또한, 상기
DSL 접속부(17)는 ADSL(Asymmetric DSL) 또는 VDSL(Very high bit rate DSL) 선로와 직접 접속될 수 있으며,
POTS 전화기(181)를 위한 스플리터(splitter) 기능이 지니고 있으며, 송수신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DSL 프레임화 및 디프레임화, DSL 코딩 및 디코딩하는 DSL 처리를 수행한다.

이더넷 물리층 접속부(15)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와 표준 MII(Media Independent Interface, 이하 'MII'라
함) 버스를 통하여 접속되고, 10 Base-T 또는 100 Base-T 이더넷의 물리층 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MII 버스
는 송신데이터 신호(MTXD3~MTXD0), 송신 가능 신호(MTXENB), 송신데이터 클럭 신호(MTXCLK), 송신 에러
신호(MTXER)로 이루어진 송신 관련 신호와, 수신데이터 신호(MRXD3~MRXD0)와 수신 가능 신호(MRXDVB), 수
신데이터 클럭 신호(MRXCLK), 수신 에러 신호(MRXER), 캐리어 센스 신호(MCRS), 충돌 검출 신호(MCOL), 인터
럽트 신호(MINTR), 제어데이터 클럭(MDC), 제어 데이터(MDIO) 신호로 이루어진 수신 관련 신호로 구성되어 있
다.

무선 접속부(14)는 2.4GHz 또는 5G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로써 무선망과 접속되며,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는 상기
무선 접속부(14)에 의해 10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 입력된다. 또한,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에서 출력된 8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무선 접속부(14)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되어 무선망으로 송신된다.

EIA232 접속부(13)는 EIA232 포트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터미널과 연결된다. 상기
EIA232 접속부(13)는 그 내부에 신호 레벨 드라이버와 송신기를 포함하며, 송신 데이터 신호, 수신 데이터 신호, 송
신 요구 신호 및 수신 준비 신호를 통해 상기 터미널과 상호 연결된다.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는 그 내부에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상기
설명된 각 구성요소와 접속되어 그 구성요소의 통신 방식에 맞는 프로토콜 처리와 통신 단말의 기능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하며,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아래에서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에는 상기 도 2에 도시된 통신 서비스 제어기(10)가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3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의 통신 서비스 제어기(10)는 고
급 호스트 버스(AHB : Advanced Host Bus, 이하 'AHB'라 함), 고급 주변 버스(APB : Advanced Peripheral Bus,
이하 'APB'라 함), 상기 AHB와 APB를 연결하는 APB 브릿지(121), 상기 APB에 연결되는 시스템 관련 모듈들 및
상기 APB에 연결되는 접속 관련 모듈들로 구성된다.

상기 AHB에 연결되는 상기 시스템 관련 모듈들로는 리셋 제어기(Reset Controller)(111), 클럭 제어기
(Controller)(112), 리스크 코어(RISC Core)(100), 외부 버스 제어기(External Bus Controller)(113), 직접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DMA Controller)(114), 버스 중재기(Bus Arbiter)(122), 인터럽트 제어기(Interrupt
Controller)(123) 및 타이머(Timer)(124)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APB에 연결되는 상기 접속 관련 모듈들은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제어기(135), 입출력 제어기
(136), 톤 모듈 및 코덱 제어기(Tone Module and Codec Controller)(131), ATM 분할 조립 제어기(ATM
Segmentation and Reassemble)(132), 이더넷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Ethernet Media Access Controller)(133),
무선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Wireless Media Access Controller)(134)로 구성되어 있다. 시분할 멀티플렉싱 제어
기(Time Division Multiplexing Controller)(141)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DAC)(142)는 상기 톤 모듈 및
코덱 제어기(131)에 연결되어 있고, UTOPIA 인터페이스(151)는 상기 ATM 분할 조립 제어기(132)에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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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이더넷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133)에는 유선의 이더넷 물리층 인터페이스(161)가 연결되어 있고, 무선 미
디어 액세스 제어기(134)에는 무선의 기저대역 모뎀(Baseband Modem)(171)이 연결되어 있다.

상기 리셋 제어기(111)는 도 2의 리셋부(11)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입력된 리셋 신호에 따라 모든 제어기들을 초기
화하고 각 제어기에 필요한 리셋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AHB에 공급한다.

상기 클럭 제어기(112)는 도 2의 클럭부(12)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입력된 50MHz의 클럭 신호를 입력받아
PLL(Phase Locked Loop)을 통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클럭을 만든다.

상기 외부 버스 제어기(113)는 외부에 연결되는 메모리부(16)의 플래쉬 메모리, 정적 메모리 및 동적 메모리와의 액
세스를 위해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거나,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제어 신호를 타이밍에 맞춰서 생성한다.

상기 직접 엑세스 메모리 제어기(114)는 각 제어기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프로세서의 개입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공급한다.

상기 리스크 코어(100)는 32비트의 처리 용량을 갖는 RISC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10)
전체의 중앙 연산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버스 중재기(122)는 상기 리스크 코어와 함께 상기 AHB에 연결되어 있는 각 제어기 사이의 버스 사용권을 조
정하기 위한 중재기이다.

상기 인터럽트 제어기(123)는 프로그램 수행에서 발생되는 내부 및 외부 인터럽트를 처리하며, 상기 타이머(124)는
기준 클럭을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APB 브릿지(121)는 상기 AHB와 상기 APB 사이에서 각 버스의 타이밍에 맞도록 데이터 신호, 주소 신호, 제
어 신호를 연결한다.

상기 UART 제어기(135)는 EIA232 통신을 하기 위해 최대 230.4kbps의 속도로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제어하고
UART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상기 입출력 제어기(136)는 각종 제어신호로 사용되는 입출력 신호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입출력 제어기(136)에는 키패드 데이터, 액정 표시 장치 데이터 출력, LED 구동 신호,
DTMF 입력 신호가 연결된다.

상기 톤 모듈 및 코덱 제어기(131)는 ITU-T Q.23 표준 규격에 따른 16종의 DTMF 데이터와 단일 톤 데이터, 멜로
디 데이터들을 발생시키며, 이 데이터를 상기 시분할 멀티플렉싱 제어기(141) 또는 상기 ADC/DAC(142)로 전달하
거나 그 반대 방향의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시분할 멀티플렉싱 제어기(141)는 내부에 시분할 다중화기와 역다
중화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외부 디바이스들과 데이터
를 송수신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단말장치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단말장치가 영상전화기로 사용될 경우
에는 영상처리 소자가 상기 TDM 버스에 연결될 수도 있다. 상기 ADC/DAC(142)는 코덱 제어기와 송수화기 사이
의 데이터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ATM 분할 조립 제어기(132)는 상기 APB를 통해 도 2의 메모리부(16)에서 읽은 패킷 형태의 사용자 데이터를
ATM 셀로 분할하여 상기 UTOPIA 인터페이스(151)로 전달하며, 상기 UTOPIA 인터페이스(151)로부터 수신한
ATM 셀을 패킷 형태의 사용자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APB를 통해 도 2의 메모리부(16)에 기록하며, 이를 통해
ATM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을 처리한다. 상기 UTOPIA 인터페이스(151)는 UTOPIA 버스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필요한 제어 신호를 그 규격에 맞는 타이밍으로 생성한다.

상기 이더넷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133)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MAC 기능 프로토콜을 처리하며, 상기 이더넷
물리층 인터페이스(161)는 MAC 프레임을 이더넷 물리층 프레임으로 상호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무선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134)는 무선 모뎀 인터페이스에 대한 MAC 기능 프로토콜을 처리하며, 상기 기저
대역 모뎀(171)은 IEEE 802.g 규격에 따르는 직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OFDM : O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모뎀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는 직접 이더넷에 연결되거나 디지털 가입
자 선로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되어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음성 전화 기능 및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한
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는 공중 전화망을 통한 음성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상기 설명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간단한 기능 변경 및 기능 추가로 사용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상 신호 처리 소자를 추가하면 영상 전화 기능이 처리되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
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시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상기 실시예에 대
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 예나 변경 예 또는 조절 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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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양질의 음성통화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
으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하여 만든 통신 서비스 제어기를 이용함으로써, 구성 부품을 최소화하여 설계가 용이하고
구성이 간단하며 저가인 잇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날로
그 전화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통신 단말장치는 구성이 간단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신뢰성
이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단말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리스크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통신 인터페이스에 맞는 프로토콜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통신 서비스 제어기;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필요한 리셋 신호를 공급하는 리셋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공급하는 클럭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며, 시작 프로그램, 단말장치 운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및 각종 응용 프로그
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자에 의한 키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키보드;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직접 연결되어 단말장치의 상태 및 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
치; 및,

VoIP 전화 기능,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 기능, 아날로그 전화 기능, 이더넷 접속 기능, 무선망 접속 기능 및
EIA232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접속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접속모듈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각종 톤 신호 및 음성 신호의 디지털/아날로그 상호 변환 및 아날로그 신호의
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송수화기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디지털 가입자 라인 사이에 연결되어 단말측 디지털 가입자 선로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
는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아날로그 전화기 및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에 연결되어 아날로그 전화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아날로그 전화 접속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이더넷 망 사이에 연결되어 이더넷 물리층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이더넷 물리층 접속
부;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무선 망과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무선 접속부; 및

EIA232 포트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터미널과 연결되는 EIA232 접속부를 포함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는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버스로 접속이 가능하며, 시작 프로그램과 단말장치 운용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플래쉬
롬 메모리와,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버스로 접속이 가능하며, 사용자 데이터와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램 메모리로
구성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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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는

로컬버스를 통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의 제어를 받는 한편, 범용 시험운용 물리층 ATM 정합(UTOPIA :
Universal Test and Operation Physical Interface for ATM) 버스를 통해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과 연결되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직접 송신하여 디지털 가입자 라인
규격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는

상기 UTOPIA 버스를 통해 송신데이터 신호(TXD7~TXD0), 송신셀 시작신호(TXSOC), 송신 가능 신호(TXENB),
송신셀 가능 신호(TXCLAV) 및 송신데이터 클럭 신호(TXCLK)로 이루어진 송신 관련 신호와,

수신데이터 신호(RXD7~RXD0), 수신셀 시작신호(RXSOC), 수신 가능 신호(RXENB), 수신셀 수신 가능 신호
(RXCLAV) 및 수신데이터 클럭 신호(RXCLK)로 이루어진 수신 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접속부는

상기 로컬 버스를 통해 8비트 데이터 신호(UD7~UD0), 8비트 주소 신호(UA7~UA0), 일종의 제어 신호인 데이터
읽기 신호(URDB), 데이터 쓰기 신호(UWRB), 주소 유효 신호(UASB) 및 칩 선택 신호(CSB)를 전송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물리층 접속부는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와 표준 MII 버스를 통하여 접속되어 10 Base-T 또는 100 Base-T 이더넷의 물리층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물리층 접속부는

상기 MII 버스를 통하여 송신데이터 신호(MTXD3~MTXD0), 송신 가능 신호(MTXENB), 송신데이터 클럭 신호
(MTXCLK), 송신 에러 신호(MTXER)로 이루어진 송신 관련 신호와,

수신데이터 신호(MRXD3~MRXD0)와 수신 가능 신호(MRXDVB), 수신데이터 클럭 신호(MRXCLK), 수신 에러 신
호(MRXER), 캐리어 센스 신호(MCRS), 충돌 검출 신호(MCOL), 인터럽트 신호(MINTR), 제어데이터 클럭(MDC),
제어 데이터(MDIO) 신호로 이루어진 수신 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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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는 이더넷 선로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됨과 동시에 디지털 가입자 라인을
통해 디지털 가입자 라인 액세스 모듈과 연결되며, 상기 디지털 가입자 라인 액세스 모듈은 ATM 스위치를 통해 인
터넷에 연결됨과 동시에 공중 전화망에 연결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는

고급 호스트 버스(AHB : Advanced Host Bus, 이하 'AHB'라 함), 고급 주변 버스(APB : Advanced Peripheral
Bus, 이하 'APB'라 함), 상기 AHB와 APB를 연결하는 APB 브릿지, 상기 APB에 연결되는 시스템 관련 모듈 및 상
기 APB에 연결되는 접속 관련 모듈로 구성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관련 모듈은

외부에서 입력된 리셋 신호에 따라 각 제어기에서 필요로 하는 리셋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AHB에 제공하는 리셋 제
어기;

외부에서 입력된 클럭 신호를 입력받아 각 제어기에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갖는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제어
기;

32비트의 처리 용량을 갖는 리스크 프로세서이며 상기 통신 서비스 제어기의 전체적인 중앙 연산 처리 기능을 수행
하는 리스크 코어;

상기 메모리부를 액세스하는 외부 버스 제어기;

상기 리스크 코어의 개입없이 상기 메모리부를 액세스하는 직접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리스크 코어와 함께 상기 AHB에 연결되어 각 제어기 사이의 버스 사용권을 조정하는 버스 중재기;

프로그램의 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내부 및 외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제어기; 및,

각 제어기의 기준 타이밍을 제공하는 타이머로 구성되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관련 모듈은

EIA232 통신을 위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어하고 UART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범용 비동기 송수신
제어기;

키입력 관련 신호와 표시 신호의 입출력 처리를 수행하는 입출력 제어기;

ITU-T Q.23 표준 규격에 따른 DTMF 데이터, 단일 톤 데이터 및 멜로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톤 모듈 및 코덱 제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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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PB를 통해 상기 메모리부에서 읽은 패킷 형태의 사용자 데이터를 ATM 셀로 분할하여 UTOPIA 인터페이스
로 전달하며, UTOPIA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한 ATM 셀을 패킷 형태의 사용자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APB를 통
해 상기 메모리부에 전달하는 ATM 분할 조립 제어기;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미디어 액세스 제어 기능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이더넷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 및,

무선 모뎀 인터페이스에 대한 미디어 액세스 제어 기능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무선 미디어 액세스 제어기로 구성되
는

유무선 인터넷 전화용 통신 단말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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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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