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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요약

이 발명은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발명의 구성은, 컴퓨터의 모뎀과, 컴퓨터의 마이크 잭과 헤드폰 잭과, 마이크/헤드폰 잭을 구비한 핸
드폰과, 상기의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과 컴퓨터의 모뎀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신호 전송하
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이루어진다.

이 발명의 효과는 데이타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종래의 기술처럼 모뎀과 핸드폰의 양측에 무선 모뎀 지
원을 위한 전용 커넥터를 장착할 필요가 없고, 통신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모뎀과 핸드폰 사이의 인터페이스 모듈 회로가 간단해지며, 케이블 회선 수도 적어지고, 
모뎀과 핸드폰의 양쪽 기존의 잭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 모뎀 지원을 위한 전용 커넥터를 장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무선 데
이타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제2도는 이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무선 데이
타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제3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상세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모뎀                           110 : 모뎀 측 무선 데이타 통신용 전용 커넥터

200 : 인터페이스 장치          210 : 마이크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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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헤드폰 잭                   300 : 송신부

310 : 차동 증폭부               320 : 송신측 이득(Gain) 조정부

330 : 송신측 매칭부           400 : 수신부

410 : 수신측 매칭부           420 : 수신측 이득 조정부

500 : 핸드폰                      510 : 핸드폰 측 무선 데이타 통신용 전용 커넥터

520 :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컴퓨터의 모뎀과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의 사이를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연결하여 무선
으로 컴퓨터 데이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종래의 핸드폰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을 설명한다.

제1도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 모뎀 지원을 위한 전용 커넥터를 장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무선 데
이타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종래의 핸드폰(500)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은 컴퓨터에 장착된 모
뎀(100)의 무선 데이타 통신용 전용 커넥터(110)와, 핸드폰(500)에 장착된 무선 데이타 통신용 전용 커넥
터(510)와, 상기의 모뎀과 핸드폰 사이의 전용 커넥터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케이블로 구성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서는 컴퓨터의 모뎀에서 핸드
폰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데이타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모뎀(100)과 핸드폰(500)의 양측에 무선 모뎀 지
원을 위한 통신용 전용 커넥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전용  커넥터를  구비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해서는  미국  특허  4,467,281호와 
4,718,080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모뎀과 핸드폰 사이에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무선 통신용 전용 커넥터가 
모뎀과 휴대폰 양측에 장착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핸드폰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Cable) 
회선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선 통신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Protocol)이 필요한 문제점과, 사용하기 전에 전용 프로토롤을 
미리 설치(Install)하거나 램(RAM)상주로 메모리(Memory)에 올려 놓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무선 모뎀 지원을 위한 통신
용 전용 커넥터와 통신용 전용 프로토콜이 필요없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발명의 구성은, 컴퓨터의 모뎀과; 컴퓨터의 마이크(MIC) 잭
과 헤드폰(H/P) 잭과; 마이크/헤드폰 잭을 구비한 핸드폰과; 상기의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과 컴퓨터
의 모뎀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신호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모듈(Interface Module)로 이루어진다.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크게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뉘어진다.

송신측 인터페이스 모듈은, 모뎀의 송신단(TXA1, TXA2) 출력 신호를 증폭하는 차동 증폭부와; 상기의 차
동 증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는 송신측 이득 조정부와; 상기의 송신측 이득 조정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임피던스 매칭시켜 핸드폰의 마이크 잭으로 전달하는 송신측 매칭부로 구성된다.

수신측 인터페이스 모듈은, 핸드폰의 헤드폰 잭에서 나온 신호를 임피던스 매칭시켜 출력하는 수신측 매
칭부와; 상기의 수신측 매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모뎀의 수신단(RXA)에 출력하는 수
신측 이득 조정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모뎀의 송신단(TXA1, TXA2)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상기의 인터페이스 송신부 모듈을 통한 후 컴퓨
터의 마이크 잭을 거쳐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으로 전송되고,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으로부터 출
력되는 신호는 컴퓨터의 헤드폰 잭을 거쳐 상기의 인터페이스 수신부 모듈을 통해 모뎀의 수신단(RXA)으
로 전송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이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2도는 이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무선 데이
타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제3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을 이용한 핸드폰과 모뎀 사이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상세 회로도이다.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발명인 인터페이스 장치(200)은 크게 송신부(300)와 수신부(400)로 나누어 진다.

상기의 인터페이스 장치(200)은 모뎀(100)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의 송신부(300)는 차동 증폭부(310)와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와 송신측 매칭부(330)로 구성된다.

상기의 수신부(400)는 수신측 매칭부(410)와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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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증폭부(310)는 신호를 차동 증폭하는 연산 증폭기(OP1)이 저항(R3, R4)를 통해 모뎀(100)의 송신단
(TXA1, TXA2) 신호를 입력 받는 구조를 하고 있고, 저항(R1, R2)는 입력 신호선을 안정하기 위해 풀다운
(Pull Down)한다.

저항(R5)는 연산 증폭기(OP1)의 입력 신호를 출력단으로 귀환 증폭하여 주며 커패시터(C1)은 연산 증폭기
(OP1)의 출력 신호를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로 전달한다.

저항(R6)을 통해 신호 입력을 받은 연산 증폭기(OP2)는 한 쪽 입력이 기준 전압으로 되어 있으며, 커패시
터(C5)와 저항(R7)이 병렬로 연결되어 연산 증폭기(OP2)의 다른 쪽 입력 신호를 출력단으로 귀환 증폭한
다.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는 커패시터(C2)를 통해 다음 연산 증폭기(OP3)로 신호를 전달한다.

연산 증폭기(OP3)의 한 쪽 입력은 신호를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로부터 전달받고 다른 쪽 입력은 출력
에 연결되어 귀환함으로써 버퍼(Buffer)의 역할로 신호를 매칭하고 출력 신호를 컴퓨터의 마이크 잭(21
0)으로 전달한다.

컴퓨터의 헤드폰 잭(220)에서 나온 신호는 상기의 송신측 매칭부(330)의 연산 증폭기(OP3)와 같은 구조를 
하는 연산 증폭기(OP4)에서 수신측 매칭이 되고 수신측 매칭부(410)의 출력 신호는 커패시터(C3)을 통해 
다음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로 전달된다.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는 저항(R8)을 통해 연산 증폭기(OP5)의 한쪽 입력으로 신호 입력을 받고 다른 
쪽 입력은 기준 전압으로 되어 있다.

저항(R9)와 커패시터(C6)은 병렬로 연결되어 연산 증폭기(OP5)의 입력  신호를 출력단으로 귀환 증폭하여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의 역할을 하게 한다.

연산 증폭기(OP5)의 출력 신호는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C4)와 저항(R10)을 거쳐 모뎀(100)의 수신단(RX
A)에 전달된다.

실시예에 따른 작용은 다음과 같다.

차동 증폭부(310)는 모뎀(100)의 송신단(TXA1, TXA2)으로부터 신호를 입력 받아 차동 증폭한다.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는 상기의 차동 증폭부(310)에서 증폭된 신호를 입력 받아 이득 조정한다.

송신측 매칭부(330)는 버퍼(Buffer) 역할을 하여 상기의 이득 조정부(320)에서 조정된 신호를 입력 받아 
매칭하고 컴퓨터의 마이크 잭(210)으로 전송한다.

수신측 매칭부(410)는 역시 버퍼 회로로 컴퓨터의 헤드폰 잭(220)으로부터 신호를 입력 받아 매칭한다.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는 상기의 매칭부(410)로부터 신호를 입력 받아 조정하고 모뎀의 수신단(RXA)으
로 전송한다.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내보내는 데이타는 다음과 같이 송신된다.

구체적인 실시예로 모토롤라 TAC 1000과 같은 핸드폰의 마이크/헤드폰 잭(520)과 컴퓨터의 모뎀(100)의 
중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모듈(200) 중 먼저 차동 증폭부(310)에서 모뎀(100)의 송신단(TXA1, TXA2)에
서 출력되는 신호를 차동 증폭하고, 차동 증폭된 신호는 이득을 조정하는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를 거
치고, 이득 조정된 신호는 송신측 매칭부(330)에서 매칭되고 컴퓨터의 마이크 잭(210)으로 입력된다.

상기의 마이크 잭(210)을 거친 신호는 케이블을 통해 핸드폰(500)의 마이크/헤드폰 잭(520)으로 전송되고 
핸드폰(500)의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으로 데이타가 전송된다.

핸드폰(500)으로부터 컴퓨터로 전달되는 데이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핸드폰(500)의 안테나에서 수시된 데이타는 핸드폰(500)의 마이크/헤드폰 잭(520)을 거치고 케이블을 통
해 컴퓨터의 헤드폰 잭(220)으로 들어간다.

상기의 헤드폰 잭(220)을 거친 신호는 수신측 매칭부(410)에서 매칭되고, 상기의 수신측 매칭부(410)을 
거친 신호가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에서 이득 조정이 되고, 컴퓨터의 모뎀(100)의 수신단(RXA)으로 전
송된다.

상기와 같은 인터페이스 모듈(200)의 작용에 의해 송수신 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모뎀(100)과 핸드폰(500)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상기 제2도,제3도와 같이 꾸며놓고, 상대방의 모뎀 혹은 팩스의 수신톤(Tone)이 들릴 때 컴퓨터의 '이야
기'같은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고 'ATD'명령을 입력하면 연결이 되고, 그 뒤에는 일반 모뎀처럼 사용하여 
데이타를 무선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이 발명의 효과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데이타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종
래의 기술처럼 모뎀과 핸드폰의 양측에 무선 모뎀 지원을 위한 전용 커넥터를 장착할 필요가 없고, 통신
을 위한 프로토콜을 미리 설치하거나 램상주로 메모리에 띄울 필요가 없거나, 아예 전용 프로토콜이 없어
도 된다.

그리고,  컴퓨터의  모뎀과  핸드폰  사이의  인터페이스  모듈  회로가  간단해지며,  케이블  회선  수도 
적어지고, 모뎀과 핸드폰의 양쪽 기존의 잭을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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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모뎀과; 컴퓨터의 마이크 잭과 헤드폰 잭과; 마이크/헤드폰 잭을 구비한 핸드폰과; 상기의 핸드
폰의 마이크/헤드폰 잭과 컴퓨터의 모뎀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신호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모뎀의 송신단(TXA1, TXA2) 출력 신호를 증폭하는 차동 증폭
부(310)와; 상기의 차동 증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는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와; 상기
의 송신측 이득 조정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임피던스 매칭시켜 컴퓨터의 마이크 잭(210)으로 전달하는 
송신측 매칭부(330)와; 컴퓨터의 헤드폰 잭(220)에서 나온 신호를 임피던스 매칭시켜 출력하는 수신측 매
칭부(410)와; 상기의 수신측 매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모뎀의 수신단(RXA)에 출력하
는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를 포함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차동 증폭부(310)은 모뎀의 송신단(TXA1, TXA2) 출력 신호를 입력 받아 차동 증
폭하는 연산 증폭기(OP1)과; 상기의 연산 증폭기(OP1)의 한 쪽 입력과 출력을 귀환하여 주는 저항(R5)와; 
상기의 연산 증폭기(OP1)의 출력 신호를 다음 단으로 전달하는 커패시터(C1)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송신측 이득 조정부(320)는 상기의 차동 증폭부(310)의 출력 신호를 입력 받는 
연산 증폭기(OP2)와; 상기의 연산 증폭기(OP2)의 한 쪽 입력과 출력을 귀환하여 주는 병렬 연결된 저항
(R7)및 커패시터(C5)와; 출력 신호를 다음 단으로 전달하는 커패시터(C2)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송신측 매칭부(330)는 한 쪽 입력은 전단의 신호를 입력받고, 다른 한 쪽 입력은  
출력과 귀환하며 동시에 출력이 컴퓨터의 마이크 잭(210)으로 연결되는 연산 증폭기(OP3)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수신측 매칭부(410)는 한 쪽 입력은 컴퓨터의 헤드폰 잭(220)으로부터 신호를 입
력받고, 다른 한 쪽 입력은 출려과 연결되어 귀환하는 연산 증폭기(OP4)와; 다음 단으로 신호를 출력하는 
커패시터(C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
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수신측 이득 조정부(420)는 상기의 수신측 매칭부(410)의 출력 신호를 입력 받는 
연산 증폭기(OP5)와; 상기의 연산 증폭기(OP5)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여 귀환하여 주는 병렬 연결된 저
항(R9)와 커패시터(C6)와; 모뎀(100)의 수신단(RXA)으로 상기의 연산 증폭기(OP5)의 출력 신호를 보내는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C4)와 저항(R10)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모뎀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폰의 마이크 헤드폰 잭을 이용한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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