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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122)로 무선 통신 장치의 모뎀을 인터페이싱하는 회로는 모뎀 제어기(302), 모뎀 제어

기에 접속된 범용 비동기 수신기/송신기(UART;312),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에 제공된 제어 신호(352) 및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UART 클록 및 SIM 클록을 생성하는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314,316), S

IM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회로(320) 및 SIM을 파워온 및 오프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전력 제어 회로(308)을 포

함하며, 이 모두는 통합회로칩(301)상에 존재한다. 이 회로는 또한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사용하여 SIM에 모뎀을 

인터페이스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214)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 특히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가입자 식별 모듈(SIM)은 예컨대 셀룰러 무선전화기와 같은 무선 통신 장치(WCD)와 접속되어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

등이다. 통상적인 SIM은 제어기 및 메모리를 갖는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SIM 메모리는 예컨대 가입자/사

용자 식별자, 저장된 전화번호 뱅크를 식별하는 전화번호부, 공중으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암호화 시퀀

스등을 포함하는 WCD의 가입자/사용자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가입자는 SIM을 WCD에 인스톨하

거나 WCD로부터 SIM을 제거할 수 있다. SIM은 제 1 WCD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제 2 WCD에 인스톨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WCD 사이의 남성 또는 여성 '식별'을 전송할 수 있는 가용성을 가능하게 한다.

통상적인 SIM은 다른 장치(WCD)에 연속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로부터 연속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SIM I/O 포

트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기 인터페이스, 클록을 수신하기 위한 SIM 클록 입력 및 리셋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리셋 입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SIM과의 기능적 인터페이싱(예컨대, SIM과의 상호작용 및 SIM으로부

터의 데이터 액세스)은 SIM이 프로세서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으며, SIM과 통신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정교

한 방식을 요구하는 여러 표준(예컨대,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GSM)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성 SIM 인터페이스에 의한 SIM과의 기능적 인터페이스는 예컨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보

다 훨씬 복잡하다. 대신, SIM 및 SIM에 접속된 요청 장치(예컨대, WCD)는 실제로 백앤드포쓰(back and forth) 방식

으로 명령 및 응답을 교환한다. 더욱 복잡한 문제점은 어떤 SIM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SIM 인터페이스 표준(예컨대

GSM)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WCD를 SIM에 전기적 및 기능적으로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WCD는 SIM에 포함된 정보를 제어하고 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SIM 인터페이스 표

준과 호환되는 SIM 및 이러한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SIM과 WCD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더우기 WCD의 전력 소비 및 부품 개수, 크기 및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WCD를 SIM에 인터페이스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WCD의 이러한 모든 측면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요 약

본 발명은 WCD의 모뎀을 SIM에 인터페이스하는 방법 및 회로를 제공한다. SIM은 연속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입력/출력(I/O) 포트, SIM 클록을 수신하기 위한 클록 입력 및 리셋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리셋 입력을 포함한다

.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모뎀을 SIM에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이 회로는 모뎀 제어기 및 모뎀 제

어기에 접소고딘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를 포함한다. UART는 공통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SIM I/O 포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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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한다. 이 회로는 또한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에 제공된 공통 클록에 기초하여 SIM 클록 및 UART 클록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를 포함한

다.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클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SIM 클록 및 UA

RT 클록을 생성한다.

본 발명에 따라, 모뎀 제어기, UART 및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각각 동일한 통합 회로(IC) 칩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며의 다른 양태에 따라,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SIM 클록 인에이블/디스에이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UA

RT 클록과 독립적으로 SIM 클록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모뎀 제어기는 바이트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하여 UART를 배치하며, UART 수신기

는 프로그램가능한 보드율에서 전송될 때 UART 송신기 또는 SIM I/O로부터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모뎀 제어기는 샘플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UART를 구성하며, UART 수신기는 여러 

프로그램가능한 보드율에서 동일한 데이터 바이트를 수집하도록 공통 데이터라인의 신호 상태를 반복적으로 샘플링

한다. 모뎀 제어기는 또한 샘플 데이터 바이트를 판독하고 UART 수신기에 의하여 수집된 샘플 데이터 바이트에 기초

하여 SIM과 연관된 에러 상태를 검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회로는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SIM 리셋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SIM 리셋 신호를 추출

하고 선택적으로 선언 및 선언해제한다.

SIM I/O 포트는 오픈-드레인 I/O 포트 및 SIM I/O 포트 및 UART 수신기 사이에 접속된 공통 데이터 라인으로 구성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회로는 또한 UART 송신기에 접속된 입력 및 공통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출력

을 가진 버스 I/F 회로를 포함한다. 버스 I/F 회로는 송신기가 오픈 드레인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에 제 1 로직 레벨

을 적용할 때 공통 데이터 라인에 하이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송신기가 오픈 드레인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에 제 2 

로직 레벨을 적용할 때 공통 데이터 라인의 신호에 로우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회로는 버스 I/F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버스

I/F 회로의 전력 입력 사이에 접속된 제 1 전력 스위치를 포함한다. 제 1 전력 스위치는 제 1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

하여 버스 I/F 회로의 전력 입력에 대한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접속해제한다. 이 회로는 또한 모

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1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스위치 제어 신호를 추출하는 제 1 스위치 제어 회로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모뎀 제어기는 선택적으로 SIM에 전력을 공급하고 SIM으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회로는 SIM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된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SIM의 전력 입

력 사이에 접속된 제 2 전력 스위치를 포함한다. 제 2 전력 스위치는 제 2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SIM 전력 입

력에 대한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접속해제한다. 회로는 또한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2 제어 신

호에 응답하여 제 2 스위치 제어 신호를 추출하며, 이에 따라 모뎀 제어기는 SIM으로 전력을 공급 및 SIM으로부터 전

력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회로는 구간 타이머에 의하여 수신된 클록및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지연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프로그램가능한 지연 시간 이후에 모뎀 제어기에 대한 인터럽트를 생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모뎀을 SIM에 인터페이싱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UART를 샘플 모드에서 동작

하도록 구성하며 UART 송신기를 사용하여 공통 라인에서 SIM으로 바이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바이트가 전송된 후 에러 신호 윈도우 발생동안 공통 라인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여, SIM과 연관된 에러

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샘플 바이트를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샘플 바이트에 기초하

여 SIM과 관련된 에러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SIM과 연관된 에러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되었을 때

SIM으로 바이트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특성 및 이점

본 발명은 WCD를 SIM에 전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인터페이싱하는 방법 및 회로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며, 이에 따라 WCD는 SIM에 포함된 정보를 제어하고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SIM 인터페이스 표준과 호환되는 SIM 및 상기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SIM과 WCD가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

록 충분하게 플렉서블하다.

인터페이스는 단일 통합회로 칩상에 구현된 다수의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WCD의 부품 개수, 크기 

및 전력 요구조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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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실행 및 제어하기 위하여 전용 제어기를 추가하는 대신 모뎀 제어기를 포함하는 WCD의 

모뎀의 회로 및 특성을 재사용하며, 이에 따라 WCD의 부품 개수를 줄일 수 있고 WCD의 전력을 보존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페이스는 모뎀 UART를 통하여 모뎀과 SIM 사이에 데이터 접속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독립적

으로 UART 클록 및 SIM 클록을 추출 및 제어한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SIM 및 UART 클록과 독립적으로 SIM 리셋 

신호를 추출 및 제어한다. 그 결과, 인터페이스는 SIM의 로직을 초기화 및/또는 리셋하고, SIM에 의하여 전송된 에러

상태를 검출하고, SIM이 WCD에 설치되고 WCD로부터 제거될 때를 검출하는 것등에 대한 가용성을 가진다.

인터페이스는 모뎀과 SIM 사이에 접속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모뎀 및 SIM을 두개의 장치들

간에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된 공통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SIM과 연관된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샘플 모드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바이트 모드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을 샘플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통 데이터 라인에서 통신하는 데이터 바이트 

또는 문자를 수 집한다.

인터페이스는 선택적으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W

CD의 전력을 보존하고 SIM이 사용되지 않을 때 SIM 및 모뎀을 보호한다.

인터페이스는 선택적으로 SIM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WCD의 전력을 보존

한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로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수행될 수 있는 전형적인 WCD의 블록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는 도 1의 SIM 인터페이스의 외부의 블록도이다.

도 2B는 본 발명을 따르는 도 2A의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는 도 1의 SIM 인터페이스의 내부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1의 SIM 인터페이스 신호 또는 클록에 대응되는 (a) 내지 (g)의 연속된 타이밍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모뎀으로부터 도 1의 SIM으로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하는 것과 연관된 방법의 흐

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수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해당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부가 수행될 수 있는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환 경

도 1은 본 발명의 수행될 수 있는 WCD(104)의 블록도이다. WCD(104)는 셀룰러 무선 전화기, 위성 무선 전화기, 컴

퓨터에 통합된 PCMCIA 카드등을 포함한다. WCD(104)는 송신/수신 안테나(106)를 포함하며 안테나(106)에 접속된

신호 처리 모듈(108)을 포함한다. WCD(104)는 데이터 링크(112)에 의하여 컴퓨터(110)에 접속될 수 있다.

신호 처리 모듈(108)은 무선 주파수(RF) 수신(Rx) 및 송신(Tx) 섹션(116), 모뎀(120) 및 신호 처리 모듈(108)에 인

스톨(플러그 인) 및 이로부터 제거(언플러그)되는 통상적인 SIM(122)을 포함한다. 모뎀(120)은 RF Rx/Tx 섹션(116)

에 모두 결합된 복조기/디코더 섹션 및 인코더/변조기 섹션을 포함한다. 모뎀(120)은 또한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뎀 및 SIM(122)을 제어하기 위한 모뎀 제어기를 포함한다. 통상적인 SIM(122)은 제어기 및 메모리를 갖는 소

형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SIM 메모리는 예컨대 가입자/사용자 식별자, 저장된 전화번호 뱅크를 식별하는 전화번

호책, 메세지, 공중으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암호화 시퀀스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다음 표

준: ISO/IEC 7816, TIA/EIA IS-820, GSM 11.11 및 gsm 11.12와 호환되는 SIM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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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SIM을 사용하는 것에만 제한받지 않으며, 따라서 상기 표준과 정확하게 호환되지 않는 SIM도 사용될 수 있다.

신호 처리 모듈(108)은 모뎀(120)을 SIM(122)에 인터페이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원칙에 따라 구성 및 동작하는 SI

M 인터페이스(I/F)(130)(도 1에 도시되어 있음)를 포함한다. SIM I/F(130)는 모뎀(120)의 내부에 내부 SIM I/F(130

a)를 포함한다. SIM I/F(130)는 또한 모뎀(120)의 외부에 외부 SIM I/F(130b)를 포함하낟. 모뎀(120)은 하기에 기술

되는 방식으로 SIM I/F(130)을 통하여 SIM(122)에 포함된 정보를 제어 및 액세스할 수 있다.

WCD(104)의 동작의 간단한 개요가 제공된다. 수신 방향에서, WCD(104)의 안테나(106)는 기지국, 이동국등과 같은

다른 무선 통신 장치(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전송된 RF 신호(140)를 수신한다. RF 신호(140)는 예컨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CDMA)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임의의 수의 통신 프로토콜과 호환될 수 있다. 도한 RF 신호(140)는 TCP/

IP(트랜잭션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과 같은 데이터 프로토콜에 따라 포맷된 정보를 운반할 수 있다.

안테나(106)는 RF Rx/Tx 섹션(116)에 RF 신호(140)를 제공한다. RF 섹션(116) 주파수는 수신된 RF 신호를 하향변

환하며, 모뎀(102)의 복조기/디코더에 중간 주파수(IF) 또는 기저대역 신호와 같은 주파수 하향변환된 신호를 제공한

다. 복조기/디코더 섹션은 예컨대 WCD(104) 또는 컴퓨터(110)에서 사용가능한 복조 및 디코딩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하향 변환된 신호를 복조한 후 디코딩한다.

송신 방향에서, 모뎀(120)의 변조기/인코더 섹션은 무선 장치에 무선으로 전송될 데이터를 인코딩 및 변조하고, RF R

x/Tx 섹션(116)으로 인코딩 및 변조된 기 저대역 또는 IF 신호를 제공한다. RF Rx/Tx 섹션(116) 주파수는 RF 송신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기저대역 또는 IF 신호를 상향변환한다. RF Rx/Tx 섹션(116)은 안테나에 의하여 무선으로 

전송될 RF 전송 신호를 안테나(106)에 제공한다.

외부 SIM I/F(130b)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는 외부 SIM I/F(130b)의 블록도이다. 도 2A에서, 외부 SIM I/F(130b)는 모뎀(1

20) 및 통상적인 SIM(122) 모두와 연관되어 도시된다. 통상적인 SIM(122)는 모뎀(120)으로 연속 데이터 비트를 전

송하고 이로부터 연속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는 SIM 입력/출력(I/O) 포트(206), SIM 클록 입력(208) 및 SIM 리셋 입

력(210)을 포함한다.

SIM I/O 포트(206)는 연속 데이터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신호를 SIM I/O 포트와 모뎀 RX 포트 사이에 접속된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모뎀(120)의 수신 포트('RX'로 표시)에 전송할 수 있다. 모뎀(120)은 연속 데이터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신호를 SIM I/O 포트(206)로 전송하는 송신 포트('TX'로 표시)를 포함한다. 모뎀 TX 포트는 데이터 

신호를 모뎀 TX 포트에 접속된 입력과 공통 데이터 라인(212)에 접속된 출력을 갖는 버스 I/F 회로(214)를 통하여 I/

O 포트(206)에 전송한다. 모뎀 TX 포트는 먼저 버스 I/F 회로 입력에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고 이에 응답하여 버스 I/

F 회로 출력은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SIM I/O(206)에 데이터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므로 모뎀(120)은 공

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SIM I/O 포트(206)로 연속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로부터 연속 데이터를 수신한다. 본 

발명에서, 모뎀(120) 및 SIM I/O 포트(206)는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버스 I/F 회로(214)로 인하여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모뎀(120)은 도 2A에 'CLK'로 표시된 모뎀 출력에서 SIM 클록('SIM_CLK')을 추출하고 클록 라인(220)을 통하여 SI

M 입력(208)으로 SIM 클록을 전송한다. SIM 클록은 SIM(122)내의 로직을 구동시킨다. 모뎀(120)은 SIM(122)을 제

어하기 위하여 SIM 클록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모뎀(120)은 도 2A에 'RST'로 표시된 모뎀 출력에서 SIM 리셋 신호('SIM_RST')를 추출하고, SIM 리셋 신호를 리셋 

라인(222)을 통하여 SIM 리셋 입력(210)으로 전송한다. SIM 리셋 신호는 SIM(122)을 리셋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뎀(120)은 SIM(122)을 제어하기 위하여 SIM 리셋 신호를 선택적으로 선언 및 선언해제할 수 있다.

모뎀(120)의 외부에 존재하는 제 1 전력 공급 레일(230)('SIM VDD'로 표시)은 SIM 전력 스위치(232)를 통하여 SIM

(122)의 전력 공급 입력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스위치(232)는 라인(234)을 통하여 스위치(232)에 제공된 SIM 전

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SIM(122)에 선택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이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다. 모뎀(120)은 모

뎀(12)의 제 1 전력 인에이블 출력('PWR EN1'으로 표시)에서 SIM 전력 제어 신호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모뎀은 SI

M(122)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SIM(122)을 선택적으로 파워-온 및 파워-오프할 수 있다. 전력

스위치(232)를 위한 전형적인 스위칭 회로는 SIM(122)의 전력 공급 레일(230) 및 전력 공급 입력 사이에 접속된 소

스-드레인 경로 및 라인(234)에 접속된 게이트 전극을 갖는 FET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제 2 외부 전력 공급 레일(240)('버스 VDD'로 표시)은 버스 전력 스위치(244)를 통하여 버스 I/F 회로(124)의 전력 

공급 입력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공급 레일(230, 240)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전력 공급 레일일 수 있다. 전력 스

위치(244)는 라인(248)을 통하여 스위치(244)에 제공된 버스 전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버스 I/F 회로(214)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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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하거나 이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다. 모뎀(120)은 모뎀(120)의 제 2 전력 인에이블 출력('PWR EN2'로 표

시)에서 버스 전력 제어 신호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모뎀은 본 발명의 SIM 및 모뎀 회로를 보호하고 전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버스 I/F 회로(214)를 파워-온 및 파워-오프시킬 수 있다. 전력 스위치(24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스위치(234) 회로와 유사한 스위치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SIM I/F(130b)는 모뎀(120) 및 SIM(122) 사이에서 상술한 인터페이스 신호(예컨대, SIM_C

LK, SIM_RST, 데이터 신호 및 전력 제어 신호)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전력 스위치(232,244), 버스 I/F 회로(214) 및 

다수의 신호 라인(234,248,212,220,222)등을 포함한다.

버스 I/F 회로

상술한 바와 같이, 모뎀(120) 및 SIM(122)은 공통 라인(212)을 공유한다. SIM I/O 포트(206)는 오픈-드레인 출력으

로 구성된다. 오픈-드레인 출력은 공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SIM I/O 포트(206)에 부착된 공통 라인(212)은 오픈-드

레인 버스로 참조된다. 버스 I/F 회로(214)는 모뎀(120) 또는 SIM(122)중 하나가 공통 라인을 공유하는 다른 장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목표한 전압 레벨로 공통 라인(212)(오픈-드레인 버스)으로 유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모뎀 송신 및 수신 포트 TX 및 RX는 각각 전용 기능을 가진다. 모뎀 전송 포트 TX는 부착된 라인을 하

이 또는 로우 전압 레벨(로직 하이 '1' 또는 로직 로우 '0' 바이너리값에 해당)중 하나로 액티브하게 유도하는 드라이브

회로를 포함한다. 모뎀 수신 포트 RX는 공통 라인(212)에서의 전압 레벨을 센싱(샘플)할 수 있으며, 이 레벨을 로직 

하이 '1' 또는 로직 로우 '0' 바이너리값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X 포트는 물리적인 접속이 RX와 TX 

포트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TX 포트의 레벨(상태)을 센싱할 수 없다.

TX 포트 드라이브 회로는 부착된 라인을 액티브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부착되고 TX 포트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동일

한 라인을 유도하는 다른 장치는 TX 포트 드라이브 회로에 손상을 야기하며/또는 불필요한 전류 드로우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SIM I/O 포트(206)를 모뎀 TX 포트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SIM I/O 포트(206)가 예컨대 로우 저항 

경로를 접지에 제공하는 것과 같이 로우 로직 레벨로 유도될 때 모뎀 TX 포트는 하이 로직 레벨로 유도되는 상태를 

초래한다. 전위차는 로우 저항 경로를 통하여 접지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SIM I/O 포트(206)는 상술한 상태하에서

모뎀 TX 포트로부터 하이 전류를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모뎀(106) 또는 SIM(122)중 하나가 손상입을 수 있다.

모뎀 TX 및 RX 포트를 모두 SIM I/O 포트(206)에 안전하게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버스 I/F(214)는 모뎀 TX 포트

를 SIM I/O 포트(206)와 호환되는 오픈-드레인 버스 구성으로 적응시킨다. 버스 I/F(204)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모뎀 TX 포트가 버스 I/F 회로(214)에 대한 입력에서 로직 하이로 유도중일 때, 버스 I/F 회로의 출력은 공통 라인

(212)에 하이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공통 라인에 접속된 외부 장치는 공통 라인(212)의 전압을 로직 하이 

레벨로 '풀-업'하거나 로직 로우 레벨로 '풀-다운'할 수 있다: 그리고

2) 모뎀 TX 포트가 버스 I/F 회로(214)에 대한 입력에서 로직 로우로 유도중일 때, 버스 I/F 회로(214)의 출력은 공통

라인(212)에서의 신호에(예컨대, SIM I/O 포트(206)에) 낮은 임피던스 경로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공통 라인(212)에

서의 전압은 로직 로우 레벨로 유도된다.

도 2B는 버스 I/F 회로(214)에 해당하는 버스 I/F 회로(260)의 회로도이다. 도 2B에서, 참조 레벨 'RX'(예컨대, 'R4')

는 저항을 나타내며, 참조 레벨 'QX'(예컨대, 'Q1')는 트랜지스터를 나타낸다. 버스 I/F 회로(260)는 제 1 NPN 트랜지

스터(262;Q2)와 이에 직렬 접속된 제 2 NPN 트랜지스터(264;Q4)를 포함한다. 각각의 트랜지스터(262,264)는 오픈 

콜렉터 인버터로서 구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버스 I/F 회로(260)의 출력 터미널(266)(공통 라인(212)에 접속된)은

버스 I/F 회로의 입력 터미널(270)(모뎀 TX 포트에 접속된)에서 공통 라인의 신호에 하이 임피던스 또는 로우 임피던

스 경로중 하나를 제공한다.

단순함으로 위하여, 트랜지스터(262,264)에 대응되는 두개의 인버터 스테이지가 도 2A에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

버터 스테이지는 이상적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제 1 인버터 스테이지는 예컨대, TTL 또는 CMOS와 같은 임의의 타

입의 로직에서 수행되는 로직 인버터일 수 있다. 또한, 제 2 인버터 스테이지는 N-채널 강화 MOSFET일 수 있다. 또

한 두개의 인버터 스테이지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다. 상술한 입/출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임의의 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내부 회로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내부 SIM IF(130a)(SIM I/F(130b)와 접촉된)의 블록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 내부 SIM IF(130a)와 연관된 다수의 회로는 모뎀(120) 내부의 단일 통합 회로칩(301)에서 구성되며(상술한 바와 

같이), 이에 따라 WCD(104)의 부품 개수 및 크기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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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 제어기

내부 SIM I/F(130a)는 데이터 버스(304)에 결합된 모뎀 제어기(302)(중앙 처리 장치(CPU))를 포함한다. 데이터 버

스(304)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버스 및 데이터 판독 및 기록 신호(도시되지 않음)와 연관된다. 모

뎀 제어기(302)는 바람직하게 32비트 제어기(32비트 감소 명령 세트 제어기)이며, 데이터 버스(3040)는 바람직하게 

32비트 버스이다.

모뎀 제어기(302)는 데이터 버스(304)에 결합된 다른 회로 소자(하기에 기술됨)에 데이터 및/또는 명령(제어 신호)을

기록할 수 있다. 모뎀 제어기(302)는 적절한 때에 다른 회로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모뎀 제어기(302)

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메모리 맵핑 액세스 기술, I/O 포트 액세스 기술 또는 다른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버

스(304)에 접속된 다른 여러 소자들에 액세스(예컨대, 기록 및/또는 판독)할 수 있다.

모뎀 제어기(302)는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인터럽트 신호(306)를 수신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데

이터 버스(304)에 접속된 여러 회로 소자로부터의 상이한 인터럽트 상태와 연관된다. 인터럽트 수신과 연관된 특정 

메카니즘은 공지되어 있다.

모뎀 제어기(302)는 모뎀(104)의 회로 및 기능을 제어하지만 모뎀(104)내의 그리고 컴퓨터(110)와 같은 외부 장치 

및 모뎀 사이의 복조/디코딩, 인코딩/변조 및 데이터 전송과 같은 모뎀(104)을 SIM(122)에 인터페이싱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SIM 인터페이스 제어기로서 모뎀 제어기(302)를 재사용한다. 이는 SIM 인

터페이스를 제어하는 다른 제어기를 추가하는 것을 간단히 막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렉서블하고 파워풀한 SIM 인

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WCD(104)의 전력 소비, 비용 및 부품 개수를 줄일 수 있다.

내부 SIM I/F(130a)는 또한 SIM 전력 제어 회로(308), 버스 전력 제어 회로(310), UART(312), UART 클록 회로(31

4), SIM 클록 회로(316), 내부 타이머(318) 및 SIM 리셋 회로(320)를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데이터 버스(304)에 접

속되어 있다.

전력 제어

SIM 전력 제어 회로(308)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SIM 전력 제어 신호(330;명령(330))에 응답하여 SIM 

전력 제어 신호(도2A)를 유도하며, 이에 따라 모뎀 제어기(302)는 SIM(122)을 파워-온 및 파워-오프시킬 수 있다.

유사하게, 버스 전력 제어 회로(310)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버스 전력 제어 신호(332)에 응답하여 버스 

전력 제어 신호(도2A)를 유도하며, 이에 따 라 모뎀 제어기(302)는 버스 I/F 회로(214)를 파워-온 및 파워-오프시킬 

수 있다. 제어 회로(308, 310)는 데이터 버스(304)에 제공된 래치 데이터값('0' 또는 '1')에 래치될 수 있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전력 스위치(232,244)중 하나 또는 둘 모두와 해당 제어 회로(308,310)가 제거된다. 예컨대,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도 2A에 도시된 스위치(232) 및 전력 레일(230)은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스위치(2

44)는 버스 I/F 회로(214) 및 SIM(122)에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한다. 스위치(232)를 생략함으로써, 이 실시예는 W

CD(104)의 부품 개수를 유리하게 감소시킨다.

또한 하나 이상의 버스 I/F 회로(214) 및 스위치(244,232)가 통합회로(301)상에 구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 

회로(130b)대신 내부 I/F(130a)의 일부를 형성한다.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

UART(312)는 UART 송신기(334)(모뎀(120)의 TX부에 해당) 및 UART 수신기(336)(모뎀(120)의 RX부에 해당)를 

포함한다. 모뎀 제어기(302)는 UART 수신기 및 송신기(334,336)를 구성 및 제어하기 위하여 UART(312)에 UART 

제어 신호(338)를 전송한다. 예컨대, 모뎀 제어기(302)는 보드율, 문자 프레임의 비트수(또는 바이트), 스톱 비트수 

및 UART(312)에 의하여 사용된 패리티(짝수 또는 홀수)를 구성한다. UART(312)는 UART 송신기(334) 및/또는 수

신기(336)의 상태에 따라 모뎀 제어기(302)에 하나 이상의 인터럽트 신호(306)를 제공한다.

모뎀(120)에 대한 송신 방향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UART 송신기(334)에 SIM I/O(206)으로 전송될 하나 이상의 

데이터 바이트(340)를 기록할 수 있다. 이에 응답하여, UART 송신기(334)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버스 I/F 회로(214)를

통하여 SIM I/O(206)으로 연속된 데이터 비트 형태로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한다.

수신 방향에서, UART 수신기(336)는 공통 라인의 신호 상태에 따라 샘플 바이트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통 라인(212)

의 신호 상태(즉, 로직 레벨)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다. 이후, 모뎀 제어기(302)는 UART 수신기로부터 UART 

수신기(336)에 의하여 수집된 샘플 바이트(도 3에 샘플 바이트(3442)로 표시)를 판독할 수 있다. UART(312)는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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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302)에 인터럽트 신호(306)를 제공하며, 이는 UART가 하기에 기술된 방식으로 SIM I/O 포트(206) 또는 UA

RT 송신기(334)에 의하여 전송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하였음(그리고 해당 샘플 바이트를 수집하였음)을 나타낸다.

UART(312)는 UART 클록 회로(314)에 의하여 추출 또는 생성된 UART 클록(344)을 수신한다. UART(312)는 UA

RT 클록(344)에 의하여 결정된 상이한 보드율에서 그리고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보드율 제어 신호(338)에

따라 연속된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UART 수신기(336)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모드 제어 명령(338)에 따라 바이트 모드 및 샘플 모드를 포

함하는 두 모드중 하나로 동작할 수 있다. 바이트 모드로 명령받았을 때,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트(206)에 

의하여 전송된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 및 수집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

트(206)(또는 UART 송신기(334))가 공통 데이터 라인(212)에 서 연속된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는 보드율과 일치하는

샘플율에서 수신된 연속된 데이터 비트를 샘플링한다. 전형적으로, UART는 바이트 모드에서 한번 또는 두번만 각각

의 수신된 연속된 데이터 비트를 샘플링한다.

그러나 샘플 모드로 명령받았을 때,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트(206)가 연속된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때의 

보드율보다 수회 큰 샘플율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한다. 예컨대, UART 수신기(336)는 16

X 현 보드율에서 공통 라인(212)을 샘플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UART 수신기는 단일한 연속된 비트 시간(SIM I/

O 포트(206) 또는 UART 송신기(334)에 의하여 전송된 연속된 비트의)동안 16회 공통 라인을 샘플링한다. 이 예에

서,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트(206)에 의하여 전송된 각각의 연속된 비트마다 16 샘플 바이트를 수집한다.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트(206) 또는 UART 송신기(334)가 데이터를 공통 라인(212)에 전송하는 동안 샘

플 또는 바이트 모드중 하나로 공통 라인(212)을 샘플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UART 수신기(336)는 랩-어라운드(wr

ap-around)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기는 UART 송신기(334)에 의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샘플링 

및 수집할 수 있다. 또한, UART 수신기(336)는 SIM I/O 포트(206)과 UART 송신기(334)가 모두 공통 라인(212)에

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 공통 라인(212)을 샘플링할 수 있다.

클록 및 타이밍

내부 SIM I/F(130a)는 크리스털 오실레이터와 같은 외부 클록 소스(352)로부 터 공통 클록(350)을 수신한다. 전형적

인 공통 클록(350)의 주파수는 19.2, 19.68, 19.8MHz를 포함한다. 프로그램가능한 UART 클록 회로(314), 프로그램

가능한 SIM 클록 회로(316) 및 프로그램가능한 내부 타이머(318)는 각각 개별 입력에서 공통 클록(350)을 수신한다.

UART 클록 회로(314)는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UART 클록 제어 신호

(352)에 따라 UART 클록(344)을 추출한다. UART 클록 회로(314)는 UART 클록 제어 신호(352)에 따라 N값으로 

공통 클록(350)의 주파수를 나누는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더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어된 주파수에서 UART 클록

(344)을 생성한다.

유사하게, SIM 클록 회로(316)는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제 1 SIM 클록

(주파수) 제어 신호(354)에 따라 SIM 클록 신호를 추출한다. SIM 클록 회로(316)는 SIM 클록 제어 신호(354)에 따라

M값으로 공통 클록(350)의 주파수를 나누는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더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어된 주파수에서 SI

M 클록을 생성한다. 또한, SIM 클록 주파수(314)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제 2 SIM 클록 제어(인에이블/디

스에이블) 신호(356)에 응답하여 SIM 클록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SIM 클록 회로(316)

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SIM 클록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라인(220)을 리셋하기 위하여 스태틱 로직

로우('0') 또는 로직 하이('1')를 인가한다.

내부 타이머(318)는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뎀 제어기(302)로 부터 수신된 타이머 제어 신호(358)에 

따라 프로그램가능한 지연 시간을 유도한다. 내부 타이머(3180)는 공통 클록(350)의 클록 사이클을 카운트하기 위하

여 카운터 및/또는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더를 포함할 수 있다. 동작시, 모뎀 제어기(302)는 지연시간에 따라 내부 타

이머(318)를 프로그램한다. 지연시간이 경과된 후, 내부 타이머(318)는 모뎀 제어기(302)에 타임아웃트 인터럽트(30

6)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모뎀 제어기(302)는 SIM(122)를 제어하는 것과 연관된 타이밍의 트랙을 유지할 수 있다.

리 셋

SIM 리셋 제어 회로(320)는 모뎀 제어기(302)로부터 수신된 SIM 리셋 제어 신호(360)에 응답하여 SIM 리셋 신호를 

유도하며, 이에 따라 모뎀 제어기(302)는 SIM(122)를 리셋할 수 있다. SIM 리셋 제어 신호(320)는 제공된 데이터값('

0' 또는 '1')을 래치하기 위하여 래칭될 수 있다.

신호 및 클록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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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회로와 연관된 신호의 연속된 타이밍도 (a) 내지(g)이다. 타이밍도 (a)는 SIM I/O 포트(

206) 또는 모뎀 송신기(334)중 하나에 의하여 공통 데이터 라인(212)에 인가된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02)를 나타낸

다.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02)는 연속된 로직 비트의 시간순서 시퀀스(각각 로직 '1' 또는 로직 '0' 값 또는 상태와 연

관)를 포함한다.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02)는 시작 비트 'ST'(로직 '0'), 8개의 데이터 비트(D0 내지 D7), 패리티 비

트 'P' 및 하나 이상의 스톱 비트 'SP'(로직 '1')를 포함한다. 타이밍도(a)에 도시된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02)의 포맷

은 단지 예시일 뿐이다. 예를 들어 상이한 개수의 스톱 비트를 포함한 다른 포맷이 가능하다.

SIM(122)이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예컨대, 데이터 바이트(402)를 모뎀(12)에 전송하거나 이로부터 수신할 때, SIM

은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의 스톱 비트에 이어 SIM 에러 윈도우(4040)로서 참조된 시간(404)동안 에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SIM(122)은 좁은 SIM 에러 펄스(406)를 생성하기 위하여 공통 라인(212)의 로직 상태를 로직 '0'으로 펄싱

-로우시킴으로써 에러 상태의 발생을 나타낸다. 에러 윈도우(404)와 연관된 각각의 SIM 에러 펄스(406)는 실질적으

로 각각의 데이터 비트(D0-D8)보다 짧은 시간이다.

타이밍도(b)는 UART 수신기(336)가 샘플모드에 있는 동안의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샘플링할 때를 나타내는 타

임라인(408)이다. 각각의 샘플 스트로브(410,412)는 UART 수신기(336)에 의하여 수집된 샘플 바이트를 초래하는 

샘플링 발생을 나타낸다. 샘플 모드에 있는 동안, UART 수신기(334)는 샘플 스트로브(412)와 연관된 상대적으로 높

은 샘플율로 인하여 좁은 SIM 에러 펄스(406)의 발생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모뎀 제어기(302)는 하나 이상

의 비트 에러, 패리티 에러 및 SIM(122)의 폴트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타이밍도(c)는 UART 송신기(334)가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02)를 전송할 때에 해당하는 UART 인터럽트 타임라인

(416)이다. 데이터 바이트(402)를 전송한 후, UART 송신기(334)는 모뎀 제어기(302)에 인터럽트(418)(인터럽트 신

호(306)에 해당)를 선언한다.

타이밍도(d)는 UART 송신기(334)(또는 SIM I/O 포트(206))에 의하여 전송된 연속적인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422a 

및 422b)를 나타내는 타임라인이다. 모뎀 제어기(302)는 데이터 바이트(422a,422b) 사이에 소정의 가드타임을 부여

한다. GSM 11.11 표준에 따라, 가드타임(424)은 각각의 데이터 바이트(422a, 422b)와 연관된 최대 개수의 소정 스

톱 비트보다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가드타임은 내부 타이머(318)를 사용하여 모뎀 제어기(302)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타이밍도(e)는 UART 클록(344)의 예이다.

타이밍도(f)는 UART 클록(344)와 관련하여 도시된 SIM 클록(SIM_CLK)의 예이다. 모뎀 제어기(302)는 UART 클록

(344)와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동기식으로 SIM 클록을 제어할 수 있다. 예컨대, 파형도(f)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M_C

LK는 초기 풀 클록 사이클(430), 제 2 클록 사이클(432)의 초기부분, SIM_CLK가 모뎀 제어기(302)에 의하여 디스

에이블될 때에 해당하는 중간 로직 로우부분(434) 및 모뎀 제어기(302)가 SIM_CLK를 다시 인에이블시켰을 때에 해

당하는 후속 클록 사이클(436)을 포함한다.

SIM 클록은 UART가 샘플 공통 라인(212)에 따라 동작하는 동안 디스에이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뎀 제어기(302)는 

공통 라인(212)의 부적당한 버스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적당한 상태는 SIM(122)이 부적당하게 동작하

거나 WCD(104)로부터 제거되거나 최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이 또는 로우로 '고착(stick)'되는 공통 라인(212)을 

포함한다.

타이밍도(g)는 SIM 리셋 신호(SIM_RST)의 예이다. GSM 11.11을 따르는 전형 적인 SIM 리셋/초기화 시퀀스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SIM_CLK를 디스에이블시키고, 로직 하이로부터 로직 로우로 SIM_RST를 전이시키고, 다시 로

직 하이로 전이시킨 후 SIM_CLK를 인에이블시킨다. 모뎀 제어기(302)는 상술한 클록 및 신호의 비동기 시퀀싱을 타

이밍하기 위하여 내부 타이머(320)를 사용한다.

방 법

바이트 전송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모뎀(102)으로부터 SIM I/O 포트(206)로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즉 송신)하는 것과 연관된 제

어 방법(500)(도 5에 '바이트 전송'으로 표시)의 흐름도이다. 처음 단계 502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UART 수신기(

336)를 샘플 모드로 명령한다.

다음 단계 504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데이터 바이트를 UART 송신기(334)에 전송하고 데이터 바이트르 전송하도

록 UART에게 명령한다. 이에 응답하여, UART 송신기(334)는 UART 송신기(336)가 공통 라인(212)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하는 동안 공통 라인(212)을 통하여 SIM I/O 포트(206)에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로서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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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ART 송신기(334)가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한 후, 그리고 UART 수신기(336)가 상술한 랩-어라운드 방식으로 샘플 

바이트를 수신한 후, UART 수신기는 모뎀 제어기(302)에 데이터 바이트의 수신을 나타내는 수신 인터럽트(306)를 

제공한다. ㅅ신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상태='Tx 바이트'('송신 바이트') 또는 인터럽트 상태='처리 가드타임'과 같은 수

신 인터럽트 상태 또는 값과 연관된다. 이 경우, 수신 인 터럽트 상태='Tx 바이트'인데, 그 이유는 UART 송신기(334)

가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신 인터럽트는 다음 단계 506을 개시한다. 단계 506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Rx ISR'로 약

술)을 사용하여 수신 인터럽트를 서비스한다. Rx ISR은 수신 인터럽트와 연관된 상태에 따라 특정 처리 또는 방법 단

계를 가동시킨다. 이 경우, Rx ISR은 Rx ISR 상태='Tx 바이트'에 따라 방법 단계들을 가동시킨다. Rx ISR에 해당하

는 상세한 방법이 이하 설명된다.

다음 단계 508에서, 모뎀 제어기(302)는 UART 수신기(334)로부터 다른 샘플 바이트를 대기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도 6은 상술한 Rx ISR에 해당하는 방법 600의 흐름도이다. 방법 600은 도 6에 'Rx ISR'로 표시되고 모뎀 제어기(302

)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방법 600(즉, Rx ISR)은 UART(312)로부터의 수신 인터럽트에 의하여 개시된다.

초기 결정 단계 602에서, 다음이 결정된다.

Rx ISR 상태='Tx 바이트'(방법 500에 따라 상술됨), 또는

Rx ISR 상태='처리 가드타임'

Rx ISR 상태='Tx 바이트'일 때(상술한 단계 506에서), 흐름 제어는 다음 단계 604로 진행된다. 단계 604에서, 데이

터 바이트가 전송되는 동안(예컨대, 상술한 단계 504동안), UART 수신기(334)에 의하여 수집된 모든 샘플 바이트는

스킵되어, SIM 에러 신호 윈도우(에컨대, 도 4의 타이밍도(a)와 관련하여 설명된 에러 신 호 윈도우(404))동안 수집

된 샘플 바이트만이 남는다.

다음 결정 단계 606에서, 에러 신호 윈도우동안 수집된 샘플 바이트는 에러 신호가 지시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검사

된다. 어떤한 에러 신호도 단계 606에서 지시되지 않았다면, 흐름 제어는 다음 단계 608로 진행된다. 단계 608에서, 

상태 신호는 세팅되어 데이터 바이트(단계 504 및 604에서 설명하였음)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 610에서, Rx ISR 상태는 '처리 가드타임'으로 세팅된다.

다음 단계 612에서, 처리 과정은 다른 샘플 바이트를 대기한다.

방법 단계 604-614는 방법 500과 연관되어 설명된 단계 506에서 가동된다.

다른 한편, 에러 신호가 단계 606에서 지시되었을 때, 흐름은 다음 단계 614로 진행된다. 단계 614에서, 상태 신호는 

'재전송'으로 세팅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바이트는 재전송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후 흐름은 단계 610으

로 진행된다.

초기 결정 단계 602로 돌아가서, Rx ISR 상태='처리 가드타임'일 때, 흐름은 다음 단계 620으로 진행한다. 단계 620

에서, 수신된(수집된) 샘플 바이트의 개수가 계수된다.

다음 결정 단계 622에서, 수신된 샘플 바이트의 개수가 가드타임에 해당하는 샘플 개수 이상인지가 결정된다. 불충분

한 개수의 샘플 바이트가 수집되면, 흐름은 다음 단계 624로 진행되고, 더 많은 샘플 바이트가 수신된다.

충분한 개수의 바이트가 수집될 때, 흐름은 다음 단계 626으로 진행한다. 단계 626에서, UART(312)가 리셋되고, U

ART 수신기(336)는 샘플 모드로부터 해제된다.

다음 결정 단계 628에서, 상태 신호는 상태 신호='재전송 바이트'인지를 결정하도록 검사받는다. 상태 신호가 '재전송

바이트'와 동일하지 않다면, 흐름은 다음 단계 630으로 진행한다. 단계 630에서, 다음 데이터 바이트는 예컨대 방법 

500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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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태 신호='재전송 바이트'일 때, 흐름은 다음 단계 632로 진행한다. 단계 632에서, 전송된 마지막 데이터 바이

트는 예컨대 방법 500을 사용하여 재전송된다.

컴퓨터 시스템

본 발명의 방법은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하는 제어기(예컨대, 모뎀 제어기(302))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통신용 하드웨어가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범용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

하게 모뎀 제어기(302) 및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하여 수행된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수행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700)의 예는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상술한 방법 및 처리, 예컨대 방법 500 및 600은 컴

퓨터 시스템(700)상에서 수행된다. 컴퓨터 시스템(700)은 프로세서(704)(예컨대, 모뎀 제어기(302)에 해당)와 같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프로세서(704)는 통신 하부구조(706)에 접속된다(예 컨대, 도 3과 관련하여 설명

된 데이터 버스(304)를 포함할 수 있는 버스 또는 네트워크). 여러 소프트웨어 수행이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용어

로 기술된다. 이 설명을 읽은 후, 당업자는 다른 컴퓨터 및/또는 컴퓨터 구조를 사용하여 본 발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700)은 또한 주메모리(708), 바람직하게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을 포함하며, 또한 제 2 메모리(

710)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메모리(710)는 예컨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712) 및/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714), 마그네틱 테이브 드라이브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거가

능한 저장 장치(714)는 공지된 방식으로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18)로부터 판독 및/또는 이 유니트(718)에 기록한

다.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18)는 플로피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광 디스크등을 나타내며, 이는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714)에 의하여 판독 및 기록된다.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18)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 사용가능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다른 방식에서, 제 2 메모리(710)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명령으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700)에 로딩될 수 있

도록 하는 유사한 다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예컨대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22) 및 인터페이스(7

2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단은 프로그램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 인터페이스(비디오 게임 장치에서 사용되는), 제

거가능한 메모리 칩(EPROM 또는 PROM)과 해당 소켓 및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

22)로부터 컴퓨터 시스템(700)에 전송되도록 하는 다른 인터페이스(72)와 제거가능한 저장 유니트(722)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700)은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724)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724)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가 컴퓨터 시스템(700) 및 외부 장치 사이에서 전송되도록 한다. 통신 인터페이스(724)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이더넷 카드등), 통신 포트, PCMCIA 슬롯 및 카드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724)를 통하여 전송된 데

이터 및 소프트웨어는 전기, 전자기, 광 또는 통신 인터페이스(724)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는 다른 신호일 수 있는 신

호(728) 형태이다. 이러한 신호(728)는 통신 경로(726)를 통하여 통신 인터페이스(724)에 제공된다. 통신 경로(726)

는 신호(728)를 운반하며 와이어 또는 케이블, 광섬유, 전화라인, 셀룰러 전화 링크, RF 링크 및 다른 통신 채널을 사

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및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의 용어는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714)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712) 및 신호(728)에 설치된 하드 디스크 및 신호(728)일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은 컴

퓨터 시스템(700)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컴퓨터 제어 로직)은 주메모리(708) 및/또는 제 2 메모리(710)에 저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통신

인터페이스(724)를 통하여 수신될 수도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

(700)이 본 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704)가 

본 발명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700)의 제어기를 타나

낸다. 예로써,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모뎀 제어기(302)에 의하여 수행된 처리는 컴퓨터 제어 로직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곳에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저장될 수

있으며, 제거가능한 저장 드라이브(714), 하드 드라이브(712) 또는 통신 인터페이스(724)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700)에 로딩될 수 있다.

결 론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기술되었지만, 기술된 설명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제한될 수 없으며 하기의 청구범위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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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특정한 기능 및 관계를 수행하는 것을 예시한 기능 블록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기능 블록의 경계는 설명

의 편의를 위하여 한정되었다. 다른 경계가 특정 기능 및 관계가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

한 다른 경계도 본 발명의 범위에 존재한다. 당업자는 이러한 기능 블록이 이산 소자, 애플리케이션 특정 통합 회로,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프로세서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전형적인 실시에만 제한받지 않으며, 하기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받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속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입/출력(I/O) 포트(206) 및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 클록을 수신하는 클록 

입력(208)을 포함하는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에, 무선 통신 장치(WCD)의 모뎀(120)을 인터페이싱하는 회로(

130)로서:

모뎀 제어기(302);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SIM I/O 포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334) 및 상기 SIM I/O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336)를 포함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에 접속된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

312); 그리고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SIM 클록 및 UART 클록을 생성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클록 제어 신호(352,35

4 또는 356)에 응답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SIM 클록 및 UART 클록을 생성하는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314,316)

를 포함하며, 상기 공통 클록(350)은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314,316)에 제공되는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제어기, 상기 UART 및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각각 동일한 통합회로(IC)칩(3

01)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SIM 클록 인에이블/디 스에이블 제어 신호(356)에 응답하여 UA

RT 클록과 독립적으로 SIM 클록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는:

상기 공통 클록에 기초하여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1 주파수 제어 신호(354)에 따라, SIM 클록을 생성

하는 제 1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더(316); 그리고

상기 공통 클록에 기초하여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2 주파수 제어 신호(352)에 따라, UART 클록을 생

성하는 제 2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더(3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UART 송신기 및 SIM I/O 포트중 하나는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UART 수신기에 연속된 데이터 바이

트를 전송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는 바이트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UART를 구성하며,

상기 바이트 모드에서 상기 UART 수신기는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집하고 상기 모뎀 제어기는 상기 UART로부

터 데이터 바이트를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UART 송신기 및 SIM I/O 포트중 하나는 소정의 보드율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UART 수신기에 

연속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는 샘플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UART를 구성하며,

상기 샘플 모드에서, 상기 UART 수신기는 샘플 데이터 바이트를 수집하도록 소정의 다수 보드율인 샘플율에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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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데이터 라인의 신호 상태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는 상기 샘플 데이터 바이트를 판독하고 

상기 UART 수신기에 의하여 수집된 샘플 데이터 바이트에 기초하여 SIM과 연관된 에러 상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IM은 SIM 리셋 신호를 수신하는 리셋 입력(210)을 포함하며, 상기 회로는 또한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SIM 리셋 제어 신호(360)에 응답하여 SIM 리셋 신호를 유도한 후 선택적으로 선언 및 선언해제하는 

리셋 회로(32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IM I/O 포트는 오픈-드레인 I/O 포트로 구성되며,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은 상기 SIM I/O 포트 및 UART 수신

기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회로는 상기 UART 송신기에 접속된 입력 및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출력을 갖는 

버스 인터페이스(I/F) 회로(214)를 더 포함하며,

상기 버스 I/F 회로는:

상기 UART 송신기가 상기 버스 I/F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에 제 1 로 직 레벨을 인가할 때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에

하이 임피던스를 제공 하며,

상기 UART 송신기가 상기 버스 I/F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에 제 2 로

직 레벨을 인가할 때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에 로우 임피던스를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I/F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상기 버스 I/F 회로의 전력 입력 사이에

접속되며,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스 I/F 회로의 전력 입력에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단절시키는 전력 스위치(244);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어 신호(332)에 응답하여 상기 스위치 제어 신호를 유도함으로써 상기 모뎀 제어기가 

선택적으로 버스 I/F 회로에 전력을 공급 및 버스 I/F 회로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스위치 제어 회로(31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SIM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상기 SIM의 전력 입력 사이에 접속되며, 제 2 스

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IM의 전 력 입력에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단절시키는 제 2 전

력 스위치(232);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2 제어 신호(330)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스위치 제어 신호를 유도함으로써 상기 모뎀 

제어기가 선택적으로 SIM에 전력을 공급 및 SIM으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제 2 스위치 제어 회로(30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IM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상기 SIM의 전력 입력 사이에 접속되며,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IM의 전력 입력에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단절시키는 전력 스위치(

232);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어 신호(330)에 응답하여 스위치 제어 신호를 유도함으로써 상기 모뎀 제어기가 선택적

으로 SIM에 전력을 공급 및 SIM으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스위치 제어 회로(30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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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제어기에 인터럽트(306)를 생성하는 내부 타이머(318)를 더 포함하며, 상기 생성과정은

상기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수신된 클록(350)에 기초하여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지연 제어 신호(358)에 

따 라 프로그램가능한 지연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3.
연속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입/출력(I/O) 포트(206),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 클록을 수신하는 클록 입

력(208) 및 상기 SIM 리셋 신호를 수신하는 리셋 입력(210)을 포함하는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에, 무선 통신 

장치(WCD;104)의 모뎀(120)을 인터페이싱하는 통합회로(IC)칩(301)상의 회로(130a)로서:

모뎀 제어기(302);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SIM I/O 포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334) 및 상기 SIM I/O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336)를 포함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에 접속된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

312);

공통 클록(350)에 기초하여 SIM 클록 및 UART 클록을 생성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클록 제어 신호(352)에 

응답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SIM 클록 및 UART 클록을 생성하는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314,316)를 포함하며, 상

기 공통 클록(350)은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클록 회로에 제공되며;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SIM 리셋 제어 신호(360)에 응답하여 SIM 리셋 신호를 선택적으로 선언 및 선언해제하는

리셋 회로(320)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4.
연속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고 오픈-드레인 구성을 갖는 입/출력(I/O) 포트(206)를 포함하는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에, 무선 통신 장치(WCD;104)의 모뎀(120)을 인터페이싱하는 회로(130)로서:

모뎀 제어기(302);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SIM I/O 포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334) 및 상기 SIM I/O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336)를 포함하며, 상기 모뎀 제어기에 접속된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

312);

상기 UART 송신기에 접속된 입력 및 상기 공통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출력을 가지며, 상기 UART 송신기를 상기 SI

M I/O 포트와 호환되는 오픈-드레인 구성으로 변환시키는 버스 인터페이스(I/F) 회로(214);

상기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상기 버스 I/F 회로의 전력 공급 입력 사이에 접속되고,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스 I/F 회로의 전력 입력과 상기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단절시키는 스위치(244);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어 신호(332)에 응답하여 스위치 제어 신호를 유도함으로써 상기 모뎀 제어기가 선택적

으로 상기 버스 I/F 회로에 전력을 인가 및 상기 버스 I/F 회로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스위치 제어 회로(310)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SIM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WCD의 전력 공급 레일 및 상기 SIM의 전력 입력 사이에 접속되며, 제 2 스

위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IM의 전력 입력에 WCD 전력 공급 레일을 선택적으로 접속 및 단절시키는 제 2 스

위치(232); 그리고

상기 모뎀 제어기로부터의 제 2 제어 신호(330)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스위치 제어 신호를 유도함으로써 상기 모뎀 

제어기가 선택적으로 SIM에 전력을 공급 및 SIM으로부터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제 2 스위치 제어 회로(30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6.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SIM)에 무선 통신 장치(WCD)(104)의 모뎀(120)을 인터페이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모뎀

은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312)에 접속된 모뎀 제어기(302)를 포함하며, 상기 UART는 하나 이상의 소정 

보드율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212)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SIM에 연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기(334) 및 SIM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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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연속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336)를 포함하며, 상기 UART 수신기는 UART 수신기가 소정의 보드율에서 전송

된 연속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집하는 바이트 모드 또는 UART 수신기가 소정의 보드율을 초과하는 샘플율에서 공통 

데이터 라인의 상태를 샘플링하는 샘플 모드중 하나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UART를 상기 샘플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하는 단계(502);

(b) 상기 UART 송신기를 사용하여 상기 공통 라인을 통하여 상기 SIM에 바이트를 전송하는 단계(504);

(c) 상기 바이트가 상기 (b)단계에서 전송된 후 발생하는 에러 신호 윈도우동안 공통 라인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샘플

링함으로써, 상기 SIM과 연관된 에러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샘플 바이트를 수집하는 단계;

(d) 상기 SIM과 연관된 에러가 상기 샘플 바이트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606); 그리고

(e) 상기 SIM과 연관된 에러 발생이 결정될 때 상기 SIM에 상기 바이트를 재전송하는 단계(61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f) 샘플 바이트를 계수하여 상기 바이트가 상기 단계 (b)에서 전송되었던때부터 소정의 가드타임이 경과된 시간을 결

정하는 단계(620,622); 그리고

(g) 상기 소정 가드타임이 경과되었을 때 단계 (b)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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