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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모뎀의 송출신호 레벨 자동 보상회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회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이득제어기                   20 : 2선/4선 변환기

30 : 트랜스포머                   40 : 대역통과필터부

50 : 증폭기                         60 : 전압변환기

70 : 수신레벨감지부            80 : 마이크로 콘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모뎀  송출신호  레벨  자동  보상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신  선로를  통한  수신 
신호의 레벨을 검출하여 송출레벨을 자동보상하는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뎀과  같은  통신  시스템은  공중교환망(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  PSTN)에 
접속하여  모뎀상호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격을  만족하는  데이터  억세스 어레인
지멘트(Data  Aeecss  Arrangement  :  DAA)를  접속사용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공중교환망을  통하여 
데이터  통신을  행하기  위한  모뎀은  CCITT규정  또는  Bell규정의  송출레벨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상기 
CCITT규정  또는  Bell규정의  송출레벨은  전송선로의  이득레벨  감쇠량(-22dBm)을  감안하여 -10dBm±
1dBm의  레벨로서  송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신측  모뎀의  수신레벨은  최소한  -43dBm의 이
득레벨의 수신신호까지 수신복조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대다수의  모뎀에  있어서  송출이득은  선로이득감쇠량(-33dBm)만을  감안하여  상기  규정된 송출
이득 -10dB±1dBm으로 송출되는 신호의 이득 레벨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과  같이  송출이득을  -10dBm±1dBm으로  설정하여  공중교환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뎀에 있어서는 하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데이터  전송선로의  이득  감쇠량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  데이터  혼신  및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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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송수신 에러의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가 있어왔다.

현재  상기  전송선로의  이득  감쇠량은  지역간의  공중교환  선로상태의  차이,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선로 상태의 변동으로 기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된다.

따라서  송출이득을  일정레벨로  설정한다면,  공중교환  전송선로의  이득감쇠량에  따라  수신측(Remote 
Side)에서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로의  이득  감쇠량이 
매우  큰  경우라면  수신측의  모뎀에서는  송신측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신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정의  데이터를  소정의  레벨로  공중교환망의  전송선로를  통하여  전송시,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의  수신레벨을  검출하고  이에  따른  전송선로의  이득  감쇠량을  자동  보상하여 
데이터를 송출토록 하는 송출신호 레벨 자동 보상회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송선로를  통하여  전송되어  오는  수신레벨을  검출하는  회로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회로도로서,  아나로그신호  출력단자(9)  및  입력단자(35)와, 전화선로접속단자
(33)(34)와,  상기  전화선로  접속단자(33)(34)에  양단자가  접속되는  제1권선(32)과,  일측이  접지되며 
타측으로  입력되는  신호를  상기  제1권선(32)으로  유기하는  제2권선(31)으로  이루어져,  제1, 제2권선
(32)(33)간의  신호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트랜스포머(30)와,  상기  아나로그신호  출력단자(9)로부터의 
송출신호  이득을  이득  제어데이터의  입력에  따라  제어출력하는  이득제어기(10)와,  상기 이득제어기
(10)의  출력을  저항(21)를  통해  비반전단자(+)로  입력하고,  상기  비반전단자(+)와  출력단자와 접속
된  궤환장치(22)에  의해  비반전  증폭  출력하는  연산증폭기(23)와,  상기  연산증폭기(23)의 출력단자
와  접지사이에  접속되어진  저항(24)(25)와,  상기  연산증폭기(23)의  출력을  소정제한하여  상기 트랜
스포머(30)의  제2권선(31)의  타측으로  출력하는  저항(26)과,  상기  제2권선(31)의  타측으로부터의 신
호를  저항(27)을  통해  비반전단자(+)로  입력하고  상기  비반전단자(+)와  출력단자간에  접속된 궤환저
항(28)을  가지고  상기  저항(24)(25)간의  접속노드로부터의  전압을  반전단자(-)로  입력하여  비반전 
증폭하는  연산증폭기(29)로  구성되어  상기  트랜스포머(30)의  제2권선(32)의  입출력신호를  2선/4선 
변환기(2  to  4  Hybrid:이하  “하이브리드”라  함)(20)와,  상기  연산증폭기(29)의  출력신호중  소정 
제1대역신호와  소정  제2대역신호만을  각각  필터링  출력하는  제1,  제2대역통과  필터링  출력을  소정 
증폭출력하는  증폭기(50)와,  상기  증폭기(50)의  증폭신호를  정류하여  직류  전압(Ⅵ)으로  출력하는 
전압변환기(16)와,  소정  제1전원(VDD)와  제2전원(GND)  사이에  저항(71,72)이  직렬  접속되어  상기 제
1전원(VDD)을  고이득  레벨의  설정전압인  제1기준전압(V1)으로  분압  출력하는  제1분압회로와,  상기 
제1전원(VDD)과  상기  제2권선(GND)사이에  저항(74,75)이  직렬  접속되어  상기 제1전원(VDD )을  저이득 

레벨의  설정  전압인  제2기준전압(V2)으로  분압  출력하는  제2분압회로와,  상기  제1기준전압(V1)과 상
기  전압변환기(60)의  출력전압(V1)을  비반전단자(+)와  반전단자(-)로  각각  입력하여  비교  출력하는 
제1비교기(73)와,  상기  제1비교기(73)의  반전단자(-)로  입력되는  전압(Ⅵ)을  비반전단자(+)로 입력
하고  상기  제2기준전압(V2)을  반전단자(-)로  입력하여  비교출력하는  제2비교기(763)와,  상기  제1, 
제2비교기(73)(76)의  출력을  부논리합(NOR)하여  출력하는  노아게이트(77)과,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78)로  구성되어  데이터  수신정보,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를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레벨  감지부(70)와,  상기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에  의해  초기  세팅된  이득제어데이터를  상기 
이득제어기(10)로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  수신레벨  감지부(70)의  데이터  수신정보,  데이터  수신 레
벨  정보를  입력분석하여  상기  이득제어기(10)의  송출이득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기  이득 
제어  데이터를  가변  출력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Microcontroller  :  Microprocessor)(80)로 구성된
다.

미설명  참조부호  35는  모뎀(Modem)(도시하지  않았음)의  아나로그  수신  입력단자와  접속되는 라인이
고, 상기 설명부호중 9는 상기 모뎀의 아나로그 신호 출력라인이다.

상기한  제1도중  이득제어기(10)는  라인(9)으로  입력되는  아나로그  신호의  송출이득을  송신이득 가변
신호단자(TX0-TX3)로  입력되는  이득제어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제어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단자(TX0-TX3)(TX0가  LSB,  TX3가  MSB임)로  “0AH”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라인(9)로  입력되는 
아나로그  신호의  송출  레벨의  이득을  -10dBm으로  제어  출력하며,  상기  데이터값  “0AH”의  증감에 
따라 송출레벨의 이득을 증가 또는 감소 조절 출력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20)는  2선  4선  변환  회로로서  이는  2전화  라인을  이용하는  모뎀  통신기에서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로로서  상기  이득  제어기(10)의  출력  신호를  상기  트랜스포머(30)를 통
해  전화라인  접속단자(33,34)로  전송하고,  상기  전화라인  접속단자(33,34)로부터  상기 트랜스포머
(30)의  제2권선(31)의  출력을  모뎀의  아나로그신호  입력단자로  입력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마이크로  콘트롤러(80)내에는  롬과  램영역을  내장하고  있으며,  입출력포트에는  래치가  설치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콘트롤러(80)는 반도체 메이커인 인델사의 80C51이 사용될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흐름도로서  초기  전송레벨(Transmission  Level:이하 “T레벨”이라함)
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이득제어데이터  값을  설정하고  레지스터에  세이브하고,  상기  레지스터의 데
이터  값을  출력포트로  출력하는  제1단계와,  데이터  수신정보,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를  읽어들여 데
이터가  수신되는가를  검색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의  검색결과  데이터  수신상태일  때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를  선택하고  데이터가  수신이  아닐  때에  상기  제1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제3단계와, 상
기  제3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분석  결과가  정상데이터  수신레벨  정보일때에  데이터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를  검색하는  제4단계와,  상기  제4단계의  검색결과  데이터  레벨이  기준  레벨보다 높거
나  낮다고  판단시에  초기  이득제어데이터를  인크리멘트  또는  디크리멘트하여  레지스터에  세이브하고 
상기  레지스터에  세이브  이득제어  데이터  T레벨  제어데이터로  출력포트로  출력하는  제5단계로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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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동작예를 첨부한 제1도, 제2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지금  제1도의  각부회로에  전원전압이  공급되어지면,  MPU(80)는  제2도의  (200)과정에서  T레벨의 이득
제어데이터를  특정값인  OAH로  설정하고,  이를  내부  레지스터에  세이브한다(이때  상기  데이터  OAH는 
아나로그의  송출  이득을  -10dBm으로  조절  출력하기  위한  초기  조절  값이다).  이후  MPU(80)는  상기 
(200)과정에서 레지스터에 세이브된 이득제어데이터(OAH)를 (201)과정에서 출력포트 P2(P2.0-
P2.3)를 통해 이득제어기(10)의 송신이득 가변신호단자(Tx0..Tx3)에 입력시킨다.

따라서  상기  (201)과정에서  마이컴(10)의  초기  T레벨의  이득  제어  데이터  “OAH”를  출력하면 이득
제어기(10)의  송신  이득  가변  신호단자(TX0-TX3)로는  2진수(LSB  0101  MSB)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
때  상기의  이득제어기(10)는  라인(9)로부터  아나로그  신호입력단자(TIN)로  입력되는  아나로그의 전
송신호의  이득을  상기  이득제어  데이터에  따른  이득(-10dBm)으로  조절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이득제어기(10)는  송신이득  가변신호단자(TX-TX3)로  입력되는  이득제어 데이터(“0000”-“1111”)
에  의해서  0dBm--15dBm의  16단계  이득  가변범위를  가지며,  초기에는  MPU(80)의  초기  이득  설정 데이
터(OAH)에 의해 입력신호를 -10dBm의 이득레벨로서 제어하여 출력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모뎀내의  변조기로부터  출력되는  아나로그신호가  출력라인(9)에  실려진다면, 
이는  이득제어기(10)의  동작에  의해  -10dBmdm의  이득  레벨로서  제어되어  출력라인(9)에  실려 전송되
어지게 된다. 

한편  상기  제2도의  (202)과정을  수행한  MPU(80)는  (203)과정에서  입력포트  포트  P1(P1.0-P1.3)를 읽
어들이고, (204)과정에서 입력포트(P1.0)의 입력논리가 “하이”인가를 검색한다. 이때 상기 
MPU(80)의  입력포트  P1(P1.0-P1.3)에는  전화라인  접속단자(33,  34)로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이득레벨
을  감지하여  수신신호의  여부  수신레벨  상태  신호를  출력하는  수신레벨  감지부(70)의  출력이 인가된
다.  상기  MPU(80)의  입력포트  P1중  포트(P1.0)에는  수신  신호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  수신 정보
가 입력되며, 포트(P1.1)로부터 포트(P1.3)까지는 수신 레벨 데이터 정보가 입력된다.

초기  상태에는  전화라인  접속단자(33,34)를  통하여  상대방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상태가  아님으로 수
신되는  신호는  없게  된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작하는  수신레벨  감지부(70)내 인버터(78)
는  논리  “하이”상태의  데이터  수신정보(수신신호  없음)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204)검색과정에서 
포트(P1.0)로  입력되는  논리가  “하이”라면  MPU(80)는  현재  교환망의  전송선로  즉,  전화라인 접속
단자(33,34)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가 없음을 인지하고 리턴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상대편  모뎀(Remote  Modem)과  상호  연결  접속하기  위해서  제1도의  회로를 내
장하는 호출측 모뎀(Originate Modem)의 유저가 다이얼링을 실행하게 되면, 상기 다이얼링은 
NCU(Network  Control  Unit)(도시하지  않았음)를  통해  교환기로  전송된다.  상기  다이얼  신호를 입력
하는  교환기는  입력  다이얼링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편  모뎀(Remote  Modem)으로  링(Ring)을  송출하게 
된다.  상기  교환기로부터  송출되는  링신호를  수신하는  상대편  모뎀(피호출측  모뎀)은  링  신호의 입
력에  응답(Hook  off)하여  호출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응답톤  0”(Answer  tone)(2100HZ)를  CCITT 또
는 Bell규정에서 권고된 송출레벨(-10dBm)신호로서 송출하게 된다.

상기  피호출측  모뎀으로부터  송출되는  “응답톤  0”(2100HZ)  상기  피호출측  모뎀과  교환망간에 접속
된  전송선로(전화라인)과  교환망과  호출측  모뎀  사이에  접속된  전송선로(전화라인)을  통해  호출측 
모뎀(Originate  Modem)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상기  피호출측  모뎀으로부터  -10dBm의  송출  이득으로 
전송되는  “응답톤  0”(2100HZ)은  전송선로를  통해  제1도의  단자(33,34)로  입력되며  이는 트랜스포
머(30)의  제1권선(32)으로  입력된다.  이때  상기  트랜스포머(30)의  제1권선(32)으로  입력되는 “응답
톤 0”의 송출이득은 상기한 전송선로의 선로 저항에 의해 감소되어진다.

상기와  같이  신호의  이득이  감소되어  트랜스포머(30)의  제1권선(32)으로  입력된  상대편의  “응답톤 
0”은  제2권선(31)으로  유기되며,  상기  유기되는  신호는  저항(27)을  통해  연산증폭기(29)의 비반전
단자(+)에  입력된다.  상기  연산증폭기(29)는  궤환장치(28)에  의한  소정  증폭이득으로  입력신호를 증
폭하여  모뎀의  아나로그신호  입력라인(35)으로  출력됨과  동시에  고군  대역통과  필터(41)와  저군 대
역필터(42)에 입력한다. 이때 상기 고군 대역통과 필터(41)는 피호출측인 상대편 모뎀(Remote 
Modem) (Answer side)에서 송출되어 입력되는 “응답톤 0”(2100HZ)을 필터링 출력하기 위한 
것이고,  저군  대역필터(42)는  호출측  모뎀으로부터  송출되는  “응답톤  1”(1050HZ)을  필터링 출력하
기  위한  것이다.  즉,  상기  저군  대역필터(42)는  제1도의  시스템이  피호출측  모뎀에  사용되었을  때 
호출측  모뎀으로부터  송출되는  “응답톤  1”(낮은쪽  채널의  신호로서  약  1050HZ신호)를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피호출측인  상대편  모뎀이  링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송출한  “응답톤  0”(2100HZ)은  고군 
대역통과  필터(41)에  의해  필터링되어  증폭기(50)로  입력되어진다.  상기  고군  대역통과 필터(41)에
서  필터링  출력되는  “응답톤  0”(2100HZ)을  입력한  증폭기(50)는  이를  소정  레벨의  신호를  하여 전
압변환기(60)에  입력시킨다.  전압변환기(60)는  증폭기(50)로부터  출력되는  “응답톤 0”(2100HZ)(교
류신호)를  직류전압으로  변환(AC  to  DC  Converting)하여  수신신호에  대한  정류  전압  VI를 라인(79)
으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응답톤  0”(2100HZ)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송선로를  통해  수신한 신호
임으로서  수신된  “응답톤  0”(2100HZ)의  이득  레벨은  상기  전송선로의  선로  저항의  상태에  따라 다
르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전압  변환기(60)로부터  출력되는  정류전압  VI의  레벨은  증폭기(50)에서 출
력되는  “응답톤  0”의  이득  레벨에  따라  변화된다.  상기  전압변환기(60)로부터  출력되어 라인(79)
에  실린  정류전압(VI)는  제1비교기(73),  제2비교기(76)  각각의  반전,  비반전단자(-)(+)와 인버터
(78)에  입력된다.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정류전압  VI를  반전단자(-)로  입력한  제1비교기(73)는 제1
전압(VDD)을  소정  저항비에  의해  저항(71)(72)의  접속노드로부터  분압  출력하는  제1기준전압(V1)를 
비반전단자(+)로 입력함으로서 상기 두 신호의 레벨을 비교하여 출력라인(101)로 출력한다.

또한편,  제2비교기(76)는  상기  제1전압(VDD)을  소정  저항비의  관계로  직렬  접속된  저항(74)(75)의 
접속노드로부터  분압  출력하는  제2기준전압(V2)를  반전단자(-)로  입력함으로서  입력되는  두레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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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비교하여  출력라인(102)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1,제2기준전압(V1)(V2)의  레벨은  각각의 
분압저항(71)(72)와  (74)(75)을  적절히  설정하여  수신  과도레벨과  수신과소  레벨로  설정한다.  즉, 
전송로를  통해  입력되는  수신신호  레벨의  이득이  -43dBm을  최적  수신상태  레벨이라고  가정할때에, 
제1기준전압(V1)의  이득을  -42dBm의  레벨로  제2기준전압(V2)의  이득은  -45dBM의  레벨  설정하면 

된다.

상기와  같이  설정된  제1기준전압(V1)과  제2기준전압(V2)은  수신되는  아나로그  신호의  레벨  이득 상
태를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태편으로부터 송출되는 “응답톤 0”
(2100HZ)이  전압변환기(60)에서  직류전압으로  정류되어진  정류전압  V1가  라인(79)에  실리게  되면, 
상기  제1,제2비교기(73)(76)은  수신신호를  소정  레벨로  설정된  기준전압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각각 
MPU(80)의  입력포트(P1.3,  P1.2)로  출력하게  된다.  예를들어  전압변환기(60)의  정류전압  V1의 출력
레벨이득이 -44dBm일 경우에는 제1,제2비교기(74)(76)가 “하이”논리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그러므로  노아게이트(77)은  수신신호레벨이  제1,제2기준전압(V1)(V2)사이에  있는  최적  상태라는 신
호로  액티브  “로우”를  출력라인(103)를  통해  MPU(80)의  입력포트(P1.2)에  입력시킨다.  만약, 전압
변환기(60)의  정류전압  VI의  출력레벨이득이  상기  제1기준전압(V1)보다  크면  제1비교기(73)의 출력
이  “로우”로  되고,  크거나  제2기준전압(V2)보다  낮은  상태이면,  제2비교기(76)의  출력이 “로우”
로 됨으로서 노아게이트(77)는 “하이”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정류전압(V1)가  제1기준전압(V1)보다  크거나  제2기준전압보다  낮은  상태이면 노아게이
트(77)는  “하이”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인버터(78)는  전압변환기(60)의  정류전압  V1을  반전하여 
출력라인(104)로  출력함으로서  MPU(80)의  입력포트(P1.0)에  입력시킨다.  따라서  MPU(80)은  제2도의 
(204)과정에서  입력포트(P1.0)의  신호입력  검색판단으로  수신되는  신호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신되
는  신호의  레벨을  검색하기  위하여  (205)과정에서  입력포트(P1.0)의  입력  논리가  “하이”인가를 검
색한다.  상기  (205)검색과정에서  노아게이트(77)의  출력상태가  액티브  “로우”라하면  MPU(80)는 수
신되는  신호  레벨상태가  적절하다고  프로그램(program)상에서  판단하고,  전술한  (201)과정을 반복수
행하게 된다.

한편,  아나로그  신호  수신라인(35)를  통한  신호를  입력하는  모뎀은  “응답신호  0”을  복조하여 모뎀
의  송수신을  제어하는  제어회로에  이를  입력시키게  된다.  이때  상기  제어회로는  모뎀을  제어하여 “
응답톤  0”(2100HZ)을  수신하였음을  나타내는  “응답톤  1”(1050HZ)를  아나로그  신호라인(9)에 입력
시킨다.  따라서  상기  아나로그신호  출력라인(9)의  신호는  MPU(80)의  이득제어데이터에  의한 이득으
로  이득제어기(10)내에서  제어되어  출력라인(92)에서  실리게  된다.  상기  출력라인(92)의  신호는  2선 
4선변환기인 하이브 리드(20)와 트랜스포머(30)를 통해 전송로인 전화라인으로 전송된다.

만약,  전술한  제2도(205)과정에서  입력포트(P1.1)의  입력논리가  인액티브  “하이”라고  판단되면, 
MPU(80)는  수신레벨이  적정  수신  레벨보다  과대  수신  레벨인지  과소  수신  레벨인지를  검색하기 위하
여  입력포트(P1.2)의  입력논리를  (206)과정에서  검색한다.  상기  제2도(206)과정  수행결과 입력논리
가  “하이”라면  MPU(80)는  수신되는  신호레벨이득이  과대하다고  판단하고,  (207)과정에서  초기 세
팅된  T레벨값  (OAH)를  증가시키어  내부  레지스터에  세이브한다.  이후  아나로그  수신라인(35)로 입력
되는  신호를  복조한  후에  이에  대한  “응답톤  1”(1050HZ)이  송출되어지는가를  제2도(209)과정에서 
검색한다.  이때  상기  (209)의  검색은  아나로그  출력라인(9)으로  출력되는  변조기의  출력을  파형 정
형하여  MPU(80)에  입력시킴으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이유는  이전에  세팅된 T
레벨의  이득값으로서  상대  모뎀에  신호를  송출하여야만  상기  상대편의  모뎀도  송출레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신호레벨이  과도한  이득레벨로서  수신될  때  이득제어데이터  즉  T레벨값을 
증가(Increment)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이득제어기(10)의  출력이  부(-)의  전송레벨이기  때문이다. 예
를들면  초기  T레벨값(OAH)일때에  이득제어기(10)는  -10dBm레벨로써  신호이득을  조절하여  출력하고, 
T레벨값이  OAH에서  “OBH”로  증가되었을  때에  상기  이득제어기(10)의  출력은  -11dBm의 이득레벨로
서  출력되기  때문이다.  상기  제2도  (209)과정에서  변조된  아나로그  신호가  송출되었다면,  MPU(80)는 
내부레지스터에  세이브된  T레벨값을  포트(Port2  :  P2.0-P2.3)으로  출력하고  (203)과정을 반복수행한
다. 따라서 차기의 전송될 신호는 이득이 조절 출력되게 된다.

한편  전술한  제2도(206)과정에서  입력포트(P1.2)로  입력되는  신호가  “로우”라  판정되면, MPU(80)
는 (208)과정에서 초기에 설정된 T레벨값(OAH)를 감소(Decrement)하여 레지스터에 세이브하고 
(209)(210)과정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대편  모뎀으로부터  전송되어  수신되는  수신  레벨  이득이 과
소  일때에는  송출  이득을  증가시키어  변조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전송신로의  상태에  따른 이
득변화를  검출하여  송출레벨을  자동조절출력함으로서  선로의  상태  변화에  관계없이  최상의  이득 레
벨을 가지는 신호로써 통신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모뎀의  핸드쉐이크  신호로서  송출이득을  조절하는  예를  나타내었으나,  호출측과 수신
측에서  송신하는  신호의  반송파의  이득을  검출하여  이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분야의  기술에 
종사하는 자라면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모뎀의  핸드쉐이크  신호로써  송출이득을  조절하는  예를  나타내었으나,  호출측과 수신
측에서  송신하는  신호의  반송파의  이득을  검출하여  이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분야의  기술에 
종사하는 자라면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화선로를  이용하여  상호간  통신하는  통신시스템의  송출레벨을 전화선
로를  통해  수신되는  상대방의  송신신호  레벨을  검출하여  조절출력함으로서  전화선로  상태변화에 따
른 감쇠량을 보상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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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의  송출신호  레벨  자동  보상회로에  있어서,  상기  모뎀이  아나로그  신호출력단자(9)  및 아나로그
신호  입력단자(35)와,  제1권선의  양단이  전화라인에  접속되어  있으며,  일측이  접지되고  타측이 신호
를  입출력하는  제2권선으로되어  제1권선과  제1권선의  신호  임피던스를  매칭하고  상호  입력을  유기 
접속하는  트랜스포머(30)와,  상기  아나로그  신호출력단자(9)의  아나로그  신호이득을  소정의 이득제
어  데이터의  입력에  의해  조절  출력하는  이득제어기(10)와,  상기  이득제어기(10)의  출력신호를 소정
증폭하여  상기  제2권선을  통해  전송하고,  상기  제2권선으로부터의  출력을  소정  증폭하여  상기 아나
로그신호  입력단자(35)로  입력시키는  2선  4선변환기(20)와,  상기  아나로그  신호  입력단자(35)에 접
속되어  입력되는  아나로그  신호를  제1·제2대역신호의  신호로  각각  필터링  출력하는 제1,제2대역통
과필터로  구성된  대역통과  필터부(40)와,  상기  대역통과필터부(40)로부터  필터링  출력되는  신호를 
소정증폭  출력하는  증폭기(50)와상기  증폭기(50)로부터  출력되는  아나로그  신호를  정류  출력하는 전
압변환기(60)와,  과대,  과소  수신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제1,  제2기준전압(V1)(V2)이  설정되어 있으
며,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정류전압(V1)과  상기  설정된  제1,제2기준전압(V1)(V2)의  상호  비교에 의
해  과대,  정상,  과소  수신레벨  상태를  검출하여  그에  따른  수신레벨  정보  출력함과  동시에  데이터 
수신상태  정보를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레벨  감지부(70)와,  초기  이득제어데이터를  상기 이득제어기
(10)에  입력시키고  상기  데이터  수신레벨  감지부(70)의  수신상태  정보,  수신레벨  정보의  입력에 따
라  상기  초기  이득  제어  데이터를  가변하여  이득제어기(10)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80)로 구
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수신레벨  감지부(70)는  소정  제1전원(VDD)와  제2전원(GND)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제1전원을  고이득  레벨의  설정  전압인  제1기준전압(V1)을  분압  출력하는  제1분압회로와,  상기 
제1전원전압(VDD)과  제2전원전압(GND)사이에  직렬  접속되어  저이득  레벨의  설정  전압인 제2기준전압
(V2)을  분압  출력하는  제2분압회로와,  상기  제1기준전압(V1)과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출력전압(V
I)을  비반전단자(+)와  반전단자(-)로  입력하여  비교  출력하는  제1비교기(73)와,  상기 제1비교기(7
3)의  반전단자(-)로  입력되는  전압(Ⅵ)을  비반전단자(+)로  입력하고  상기  제2기준전압(V2)을 반전단
자(-)로  입력하여  비교출력하는  제2비교기(763)와,  상기  제1,  제2비교기(73)(76)의  출력을 부논리합
(NOR)하여  출력하는  노아게이트(77)과,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78)로 구성
되어 상기 전압변환기(60)의 출력(VI)으로서 데이터 수신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정류 
출력전압(VI)와,  제1,제2기준전압(V1)(V2)을  상호비교하여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를  검출하고  이를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80)에  입력시키도록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송출  신호레벨  자동 보상
회로.

청구항 3 

모뎀과  아나로그  신호를  전화라인으로  출력하고  상기  전화라인으로  입력되는  아나로그  신호를  상기 
모뎀에  입력시키는  아나로그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모뎀으로부터  출력되는  아나로그신호  이득을 
소정의  이득제어  데이터의  입력에  의해  조절  출력하는  이득  제어기(10)와,  상기  아나로그 인터페이
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수신  신호의  레벨을  검출하여  신호  수신  상태  정보와  수신  신호  레벨 정
보를  출력하는  수신  레벨  상태  감지  수단과,  상기  수신  레벨  상태  감지수단의  신호  수신상태정보와 
수신  레벨  정보의  입력에  따라  상기  이득제어기(10)로  입력되는  이득  제어  데이터를  가변  제어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80)를  구비한  모뎀의  송출신호  레벨  자동  보상  방법에  있어서,  초기  전송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이득  제어  데이터값을  설정하여  레지스터에  세이브하고,  상기  레지스터의 데이
터  값을  상기  이득제어기(10)의  제어  데이터로  출력하는  제1단계와,  데이터  수신정보,  데이터 수신
레벨  정보를  읽어들여  데이터가  수신되는가를  색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의  검색결과  데이터 
수신상태일  때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를  선택  입력하고  데이터가  수신이  아닐때에  상기  제1단계를 반
복  수행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신레벨  정보분석결과가  정상  데이터수신레벨 
정보일  때  상기  제1단계의  설정  이득  제어  데이터를  이득제어  데이터로  출력하고,  비정상  데이터 수
신레벨  정보일때에   수신신호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를  검색하는  제4단계와,  상기  제4단계의 검색결
과  에  따라  초기  이득제어  데이터를  인크리멘트  또는  디크리멘트하여  레지스터에  세이브하고  소정 
신호가  출력되었을  때에  레지스터의  전송레벨  제어데이터를  상기  이득제어기(10)인  제어  데이터로 
출력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송출 신호 레벨 자동 보상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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