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M 1/72

(45) 공고일자   1999년07월01일

(11) 등록번호   10-0205288

(24) 등록일자   1999년04월01일
(21) 출원번호 10-1996-0018010 (65) 공개번호 특1997-0078291
(22) 출원일자 1996년05월27일 (43) 공개일자 1997년12월12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최승영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산 14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김민희

(54)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요약

1.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하나의 전화라인에 병렬로 접속된 여러 대의 통신기기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라인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된 통신기기가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가 형성될 시 이를 인지하여 통화권을 전환하
기 위한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하나의 전화라인에 다수의 통신기기가 병렬 접속된 경우, 스위칭 온 제어신
호 및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전화라인으로의 통화로를 형성 및 차단하는훅크스위칭부를 
구비한 각각의 상기 통신기기에서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라인과 병렬로 
접속되며, 상기 전화라인에 생성되는 루프전류를 검출하여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변환부와, 상기 전압변
환부의 출력과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이 높을 경우 양의 값을 출력하고, 상
기 전압변환부의 출력이 낮을 경우 음의 값을 출력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의 양의 값 및 음의 값에 
의거하여 증감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디지털 /아
날로그 변환기로 구성되는 저장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검출부와, 자동응답모드에 의해 자동응답메세지가 
출력중에 통화로 형성시 루프전류에 대한 상기 검출부의 전화라인 전압값 출력이 최초로 통화로 형성시 
검출되어 저장된 전압인 1통화로 치보다 클 경우 상기 훅크스위치로 상기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를 출력하
여 통화권을 전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하나의 전화라인에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경우, 최초로 통화
로가 형성된 통신기기가 상기 전화라인의 루프전류를 검출하여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통화권을 다른 통신기기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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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의 회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훅크 스위칭부            14 : 포토커플러

20 : 전압변환부                22 : 비교기

24 : D/A변환기                26 : 카운터

28 : 저장부                      30 : 제어부

100 : 제1통신기기            200 : 제2통신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통신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나의 전화라인에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연결된 경우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된 통신기기가 대기중인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전화라인에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접속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통신기기는 공중
전화망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전기기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기기는 현대산업발단에 따라 팩시밀리, 
전화기 및 복사기의 기능을 하는 복합기의 등장으로 다양화되어 하나의 전화라인을 공유하여 사용되어 진
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기 또는 팩시밀리와 같은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선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공중전화망으로부터 링신호를 입력하여 최초로 통화로를 형성한 통신기기, 일 예를 들면; 팩시밀 리가 자
동응답모드(Telephone Answering Device:TAD)에서 자동응답메세지(Out Going Message:OGM)를 내보내고 있
을 경우 동일한 전화라인에 병렬로 연결된 다른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들어 통화로가 형성될 경우 팩시밀
리는 병렬 연결된 다른 전화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응답메세지를 계속 전화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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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다. 그리하여 발신측에서는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상기 자동응답메세지만을 입력
하여 이에 따라 원하지 않은 통신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다.

만약, 팩시밀리가 병렬 연결된 다른 전화기의 통화로 형성 상태를 인식할 수만 있었다면 팩시밀리는 계속
하여 자동응답메세지를 출력하지 않고 통화권을 전화기로 전환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라인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다른 통신기기
의 통화로 형성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라인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된 통신기기가 대기중인 다른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개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라인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된 통신기기에서 자동응답메세지를 출력중에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가 형성될 경우 이를 인지하여 
통화권을 전환하는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하나의 전화라인에 다수의 통신기기가 병렬 접속된 경우, 스위
칭 온 제어신호 및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전화라인으로의 통화로를 형성 및 차단하는 훅
크스위칭부를 구비한 각각의 상기 통신기기에서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
라인과 병렬로 접속되어 상기 전화라인에 생성되는 루프전류를 검출하여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변환부와,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과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이 높을 경
우 양의 값을 출력하고,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이 낮을 경우 음의 값을 출력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
의 양의 값 및 을의 값에 의거하여 증감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
호로 출력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로 구성되는 저장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검출부와, 자동응답모드
에 의해 자동응답메세지가 출력중에 통화로 형성시 루프전류값에 해당하는 상기 검출부의 전화라인 전압
값 출력이 최초로 통화로 형성시 검출되어 저장된 전압인 1통화로치보다 클 경우 상기 훅크 스위치로 상
기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통화권을 전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참조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에서 사용되는 "1통화로 전압"이라는 용어는 여러 대의 통신기기가 하나의 전화라인에 연결될 경우, 
하나의 통신기기가 매번 통화로를 형성할 시 발생되는 최초의 루프전류에 의거한 최초의 전압값이며, 다
른 말로 "1통화로전압값"으로 나타낸다.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의 회로도이다. 
이하 상기 제1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통신기기 100 및 제2통신기기 200은 하나의 전화라인(Tip단, Ring단)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훅크스
위칭부 10은 링단에 직렬로 연결되어, 제어부 30의 제어하에 온/오프된다. 라인 인터페이스부(LIU)는 상
기 전화라인으로부터의 데이터들을 인터페이스한다. 팁단에 접속된 노드 N1과, 링단의 훅크스위칭부 10에 
접속된 노드 N2는 전압변환부 20을 라인 인터페이스부와 병렬로 연결한다.

상기 전압변환부 20은 모드 N1, N2의 루프전류를 입력하여 전압으로 변환한다. 즉, 저항 12는 전화라인의 
루프전류가 포터커플러 14로 분할되는 전류랑을 조절하며, 통신기기의 DC(Direct Current)특성 및 임피던
스(impedance)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기  포토  커플러  14는  12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전압값으로 
변환하며, 상기 전압값은 포토 커플러 14의 입력단에 흐르는 전류값과 비례한다. 저항 16과 저항 18은 전
원전압 Vcc를 입력하여 포토 커플러 14의 전압값의 최대/최소값 및 선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
고 노드 N3에 인가되는 전압값은 상기 포터커플러 14의 출력 전압값과 반비례한다. 즉, 상기 루프전류가 
낮아질 경우 상기 노드 N3의 전압값은 커진다.

저장부 28은 노드 N3의 전압값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비교기 22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24에 의하여 
아날로그로 전환된 카운터값과 노드 N3의 전압값을 비교하여 양 또는 음값을 출력한다. 카운터 26은 상기 
비교기 22에서 출력하는 것이 양의 값일 경우,이와 비례하여 증가하며, 음의 값일 경우, 이와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리하여 포터 커플러 14의 출력전압값과 동일한 전압값이 되도록 카운터 28은 증감한다. 즉, 
노드 N3의 전압값이 카운터 28의 출력에 대한 아날로그값과 비교하여 상기 노드 N3의 전압값이 크면, 비
교기 22는 양의 값을 출력하여 카운터 26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노드 N3의 전압값이 작으면, 비
교기 22는 음이 값을 출력하여 카운터 26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제어부 30은 카운터 26의 출력을 입력하여 최초의 통화로 형성시에 미리 저장된 1통화로 전압값과 
비교한다. 상기 1통화로 전압값은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될 시 상기 카운터 26의 카운터값이고, 통화로 형
성되는 경우마다 발생되는 상기 카운터 26의 값이다. 이에 통화로가 형성된 후 상기 카운터 26의 출력이 
상기 1통화로 전압보다 클 경우 전화라인의 루프전류가 감소되어 대기중인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가 형
성됐음을 인식할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이하, 상기 제1도의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제2도의 흐름도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제1통신기기 100이 최초로 통화로 형성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또한 상기 제1통신기기 100은 자
동 응답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제1통신기기 100이 팩시밀리로 가정하여 살펴보면; 단계 211에서 링
신호검출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공중전화망으로부터 링신호가 검출될 시 상기 제어부 30은 자
동 응답 모드임을 확인하여 훅크 스위칭부 10에 스위치 온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포터 커플
러 14는 상기 진화라인에 형성된 루프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상기 비교기 22로 출력한다. 그리하여 비
교기 22는 상기 카운터 26과 디지털 /아날로그변환기 24에 의해 통화로가 형성되기 전의 아날로그 값과 
상기 포터 커플러 14의 출력전압값을 비교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기 카운터 26은 상기 비교기 22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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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력하여 상기 포터 커플러 14의 출력전압값에 해당하는 값과 일치할때까지 카운팅을 계속한다. 이 상
기 카운터 26은 전화라인에 형성된 루프 전류에 해당하는 일정한 카운터 값을 가지며, 이를 상기 제어부 
30으로 출력한다. 상기 카운터 26에서 카운팅에 일정한 카운터 값이 바로 "1통화로 전압값"이며, 상기 제
어부 30은 미리 설정 영역에 상기 1통화로 전압값을 단계 213에서 저장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 30은 단계 
214에서 전화라인의 루프전류에 의거한 노드 N3의 전압값인 전화라인 전압을 상기 카운터 26에 의거하여 
체크한다. 이후 단계 215에서 상기 제어부 30은 미리 저장된 상기 1통화로 전압값과 상기 전화라인 전압
을 비교한다. 상기 단계 215에서 상기 전화라인 전압이 상기 1통화로 전압값보다 작을 경우 상기 제어부 
30은 통화로 형성 상태임을 확인하여 상기 단계 214로 되돌아간다.

한편, 상기 단계 215에서 상기 전화라인 전압이 상기 1통화로 전압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제어부 30은 상
기 전화라인의 루프전류가 변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병렬 연결된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식한다. 즉, 병렬로 연결된 다른 통신 기기가 통화로를 형성하면 루프 전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포
토 커플러 14의 출력값에 따른 노드 N3의 전압값인 상기 전화라인 전압이 커지므로 카운터 26의 값도 변
한다. 그리하여 상기 제어부 30은 카운터 26의 출력값을 체크하여 대기중의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
을 인식할 수 있다. 이후 단계 217에서 상기 제어부 30은 제1통신기기 100이 자동 응답 모드이므로 자동
응답 메시지를 출력중일 경우 단계 218에서 자동응답메세지의 출력을 중지시킨다 또한 상기 제어부 30은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를 훅크 스위칭부 10에 출력하여 통화로를 차단하므로써 단계 219에서 통화로가 형
성된 다른 통신기기로 통화권이 전환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나의 전화라인에 병렬로 접속된 다수의 통신기기에서 통화로가 형성된 통
신기기의 갯수에 따라 상기 전화라인의 루프 전류가 감소됨을 이용한다. 즉, 최초로 통화로가 형성된 통
신기기는 상기 전화라인의 루프 전류를 검출하여 자동응답메세지를 출력중에 상기 루프전류가 감소될 경
우 다른 통신기기로 통화권을 전환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
되어 정해져서는 않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법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
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전화라인에 다수의 통신기기가 병렬 접속된 경우, 스위칭 온제어신호 및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전화라인으로 통화로를 형성 및 차단하는 훅크스위칭부를 구비한 각 통신기기에서 다른 통
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라인과 병렬로 접속되어 상기 전화라인
에 생성되는 루프전류를 검출하여 전압으로 변혼하는 전압변환부와;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과 아날로그
로 전환된 카운터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압변환부의 출력이 높거나 낮거나에 따른 비교결과를 양 또는 음
의 값으로 출력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의 양의 값 및 음의 값에 의거하여 카운팅 값을 증감하는 카운
터와, 상기 카운터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
여 구성하는 검출부와; 자동응답메세지 출력중에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에 따른 루프전류값에 해당
하는 전화라인 전압값이 상기 검출부의 출력이 최초로 통화로 형성시 검출되어 저장된 전압이 1통화로값
보다 클 경우 자동응답메세지 출력을 중지하고, 상기 훅크스위치로 상기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를 출력하
여 통화권을 전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
한 장치.

청구항 2 

하나의 전화라인에 다수의 통신기기가 병렬접속된 경우, 스위칭 온제어신호 및 스위칭 오프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전화라인으로의 통화로를 형성 및 차단하는 훅크스위칭부와; 상기 전화라인과 병렬로 접속
되어 상기 전화라인에 생성되는 루프전류를 검출하여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변환부와; 상기 전압변환부
의 출력과 아날로그로 전환된 카운터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압변화부의 출력이 높거나 낮거나에 따른 비교
결과를 양 또는 음의 값으로 출력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의 양의 값 및 음의 값에 의거하여 카운팅 
값을 증감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디지털 /아날로
그 변환기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검출부와; 상기 검출부의 출력에 따라 상기 훅크스위치의 스위칭을 제어
하여 통화로를 형성 및 차단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각 통신기기에서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화라인으로부터 링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훅크스위칭부로 상
기 스위칭 온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통화로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로 형성과정에 의해 상기 전화라
인에 형성된 루프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해당 출력전압값을 상기 비교기로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비
교기에서 통화로가 형성되기 전의 아날로그값과 상기 출력전압값을 비교하여 비교결과를 상기 카운터로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터에서 상기 비교기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출력전압값과 일치할 때까지 카
운팅한 후, 상기 출력전압값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카운터값을 1통화로전압값으로 지정하여 미리 설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로가 형성되어 상기 1통화로전압값을 저장한 이후, 상기 전화라인
을 통해 입력되는 루프전류를 변환한 전화라인전압에 대한 카운터 출력값과 상기 1통화로전압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과정에 의해 상기 전화라인전압에 대한 카운터 출력값이 상기 1통화로전압값
보다 크면 다른 통신기기의 통화로 형성을 인지하여 현재 자동응답메세지가 출력중인가를 체크하는 과정
과, 상기 자동응답메세지가 출력중일 경우 자동응답메세지의 출력을 중지시키고 상기 훅크스위칭부로 스
위칭 오프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통화로를 차단하여 다른 통신기기로 통화권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의 통화로를 인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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