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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프로토콜 지원 기능을 갖춘 모뎀

요약

본 발명은 IP(Internet Protocol) 지원 기능을 갖춘 모뎀(4)에 관한 것이다. 이 모뎀은 교환 전화 장치 
회로망(3) 및 IP에 의한 회로망(9) 서비스에 대한 접근 수단을 포함한다. 자율적인 동시 접근은 다이얼 
호출에 의한 접속(15)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부여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적인 장거리 통신, 및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고 함)을 사용하
는  음성  및  데이터  동시  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가입자  회선의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  교환  전화망)  회로망(또는  ISDN[Intr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종합 정보 통신망] 회로망) 및 IP에 의한 회로망에 접근(access)할 수 있게 하는 모뎀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데이터 모뎀은 디지털 전송자에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한다. 종래의 데이터 모뎀은 통상적으로 컴
퓨우터 및 가입자 회선 사이에 접속된다. 컴퓨우터 운영에 있어서 통신의 장치는 PSTN을 통한 인터넷으로
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통신 장치가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 E 메일의 송신 또는 수신, IP 전화 
장치의 운영 등의 진행중인 IP 회합에 전용(專用)되면 가입자 회선은 PSTN 회로망으로의 접속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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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회합에 통신이 전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가입자 회선이 통화 중이기 때문에 모뎀으로써 동일한 가입자 
회선에 접속된 일반 전화기로부터 송신 호출을 할 수가 없다. 

참조[1]에는 사용자에게, PSTN/ISDN 회로망으로부터 IP 회합에 사용되는 개인용 컴퓨우터로의 전화 호출
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IP 회합에 전용되는 전화 서버(server)가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의 가족에게 보
내는 어떠한 호출도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전화 장치로는 처리되지 않는다. 마찬가
지로 IP 회합에 관여하는 가족 이외의 다른 가족은 일반 전화기를 통해서 송신 호출을 할 수 없다.

DSVD(Digital Simultaneous Voice Data; 디지털 음성 데이터 동시 송수신) 모뎀은 단일 회선으로 음성 및 
데이터의 디지털 동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모뎀이다. 이러한 전송을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DSVD 
모뎀은  다른  DSVD  모뎀과  통신하여야 한다.  DSVD  모뎀은  패킷화(packetized)  음성  정보를 멀티플렉싱
(multiplexing)하고 멀티플렉싱된 정보를 단일의 링크(link)를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DSVD 
모뎀은 전화 회합(session) 및 인터넷 회합 등의 두 개의 독립된 회합을 동시에 지원하지만 이러한 병행
의 회합을 이루기 위하여 PSTN/ISDN 서어비스에 접근하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DSVD 모뎀은 예
로서 접속, 차단, DTMF 신호 전송(dual tone multifrequency sigalling; 이중 토운 다중 주파수 신호 전
송), 호출 신호의 생성, 수신음의 생성, 접속 순간(hook flash) 신호 전송에 대한 제어 절차 등의 아날로
그 전화의 제어 절차를 지원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동작하는 통신 장치가 모뎀을 통하여 진행 중인 IP 회합에 
전용되어 있는 동안에 동시에 일반 전화에 대한 송신 호출 및 수신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뎀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PSTN 또는 ISDN 등의 교환 전화 회로망 서비스, 및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
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IP에 의한 회로망 서비스에 대한 자율적인 동시 접근을 위한 모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가입자에게 독립적으로 동시에 동작될 수 있는 두 개의 상이한 전화를 갖도록 
하는 적어도 두 개의 아날로그 전화 장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동작하는 전화 장치 및 일반 전화기 사이의 내부 전화 장
치, 및 가입자의 집에서 IP 모뎀에 접속되는 두 개의 전화기 사이의 내부 전화 장치를 고려하기 위한 모
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가정용 LAN(가입자의 집에 있는 근거리 통신망)에 접
속시키도록 하는 모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가정용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어, 인터넷 등의 IP
에 의한 회로망으로부터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모두 지원하는 장치와의 통신을 하도록 하는 모
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나타낸 통상적인 종류의 모뎀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한 모뎀은, 본질적으로 공지된 방식으로서, 두 방향의 28,8 kb/s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가입
자 회선의 아날로그 전송 능력, 또는 더 높은 디지털 전송 능력을 사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 들 모뎀 사이의 IP 회로망 회합에 전용되는 엔티티(entity)의 블록 다이어그램
으로서, 전화 장치는 PSTN/ISDN 회로망으로의 송신 호출을 조정한다.

도 2는 도 1과 유사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서, 전화 장치는 PSTN/ISDN 회로망으로부터의 수신 호출을 관
리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모뎀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프로토콜 스택(stack)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4는 전화 장치가 동작 중일 때 본 발명에 의한 모뎀에 의하여 사용되는 특정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
내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모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가정용 LAN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모뎀의 안전 특징의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모뎀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모뎀의 하드웨어 구성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9는 서버에서의 전화 장치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실시예

도 1에서 사용자(A)는 본 발명에 의한 모뎀(4) 및 가입자 회선(5)을 통하여 PSTN/ISDN에 모두 접속되는 
전화기(1) 및 개인용 컴퓨우터를 갖는다. 다른 사용자(B)는 다른 가입자 회선(7)을 통하여 PSTN에 접속되
는 전화기(6)를 갖는다.

모뎀(4)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전송 제어 프로토콜) 및 UDP(User Datagram Protocol; 사
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등의 IP 및 관련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모뎀은 가입자 집(A)에 설치하고 이하 
IP 모뎀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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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는 또한 IP 게이트웨이(gateway)(8), IP에 의한 회로망(9) 및 전화 장치 서버(10)가 나와 있다. IP 
게이트웨이는 PSTN/ISDN(3) 및 IP 회로망(9)에 접속된다.

참조 표시 PSTN/ISDN(3)은 IP 게이트웨이 및 전화 장치 서버에 접속되는 회로망에 관한 것이다. PSTN 및 
ISDN 이외의 이러한 회로망의 예로서는 사설(私設) 전화 회로망, 즉 PBX(Private Branch Exchange; 구내 
교환 설비)가 있다. IP 회로망의 예로서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이 있다. 인트라넷은 인터넷이 구축되는 기
술에 의한 것이며, 조직내에서 내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인트라넷은 IP 및 관련 프로
토콜을 사용한다.

전화 장치 서버(10)는 IP 게이트웨이(8) 및 PSTN/ISDN(3)에 접속된다. 전화 장치 서버는 IP 회로망의 사
용자에게 전화 장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장치 서버는 참조[1]에 기재된 종류의 것이고, 그 내용은 
여기에 참조로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해에 필요한 정도 까지 전화 장치 서버의 동작을 설명한다. 

IP  게이트웨이는  PSTN/ISDN  및  IP  회로망(9)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한다.  IP  게이트웨이(8)는 
PSTN/ISDN, 전화 장치 서버(10) 및 IP 회로망과 물리적으로 접속된다. 명료성의 목적으로 이러한 접속을 
도 1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전화 장치 서버(10) 및 PSTN/ISDN 사이의 접속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또 사용
자로부터의  음성이 전송되고, PSTN/ISDN에 또 PSTN/ISDN으로부터의 신호전송이 수행된다. IP 게이트웨이 
및  전화  장치  서버  사이의  접속은  지속적이다.  즉  접속이  호출에  대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로서 전화 장치 서버(10)는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LAN을 통하여 IP  게이트웨이에 접속되고, 
ISDN  또는 PABX(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자동 구내 교환 설비) 회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STN/ISDN에 접속된다. 전화 장치 서버 및 IP 게이트웨이 사이의 접속을 통하여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전달한다.

개인용 컴퓨우터는 음성 장치를 접속하는,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음성 카드를 갖추고 있다. 음성 장치의 
예로서, 이어폰 및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헤드셋(headset)(11)을 나타낸다. 도 1에서 전화 장치(12)는 
개인용 컴퓨우터의 스크린(13)에 전화 기호로 나타나 있다. 전화 장치(12)는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동작하
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음성 카드 및 헤드셋을 통하여 양 방향의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전화 
장치는 개인용 컴퓨우터 및 음성 카드와 함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전기적 음성 신호를, IP 모뎀(4)으로 
전송되어 IP 패킷(packet)으로 패킷화되는 디지털 압축 신호로 전환한다. 역으로 전화 장치는 디지털 압
축 음성 신호를 포함하는 IP 패킷을 헤드셋의 이어폰에 공급되는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음성 
카드에 공급되는 음성 신호는 개인용 컴퓨우터에 의하여 처리되어 IP 프로토콜 구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IP 모뎀으로써 주고 받게 된다. 케이블(14)은 IP 모뎀을 개인용 컴퓨우터의 직렬 포트(port)에 접속한다.

잠시 전화 장치가 컴퓨우터에서 동작되고 있지 않고, IP 모뎀은 스위치를 껏다고 가정하자.

IP 모뎀의 활성화

IP 모뎀이 교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IP 모뎀에는 IP 게이트웨이(8)의 전화 번호 및 가입자(A)에 
관한 사용자 데이터가 구성된다. 예로서,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A)의 IP 접근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password) 및 전화 장치 서버의 IP 주소를 포함한다.

IP 모뎀이 활성화될 때 거기에 존재하는 IP의 기능성이 활성화 된다. IP 모뎀의 기능성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도 1 및 4를 참조로 한다.

IP 모뎀이 활성화될 때, (1) IP 모뎀은 IP 게이트웨이로의 송신 호출을 한다. PSTN/ISDN 접속(15)이 이루
어진다. (2) IP 게이트웨이는 호출을 수신한다. (3)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V.34 접속이 이루짐으로써, IP 
모뎀 및 IP 게이트웨이 사이에  PPP(point to point protocal; 지점간 프로토콜) 링크가 이루어진다. PPP 
링크를 통하여 IP 게이트웨이는 IP 모뎀에 대한 IP 링크(16)를 설정한다. (4) IP 모뎀에 있는 전화 장치
는 IP 모뎀의 IP 주소에서 사용자 전화 번호에 대하여 전화 장치 회합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화 장치 서버
에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화 장치 서버에 전송한다. 메시지는 상기의 지속적인 IP 접속의 하나를 통하여 
IP 패킷으로 전송된다. 도 1 및 17에서 이러한 접속은 (17)로 표시된다. 전화 장치는 PSTN/ISDN 회로망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IP 모뎀은 그 자체를 IP 게이트웨이에 등록하였고 IP 게이트웨이는 수신지로서 IP 모뎀에 대하여 IP 
모뎀(4)의 IP 주소를 갖는 IP 메시지를 경로지정(routing)할 수 있다. 동시에 IP 모뎀은 전화 장치 서버
에 등록되어 PSTN/ISDN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게 된다. IP 모뎀이 전화 장치 서버에 등록될 때 기존의 접
속 중 하나는 IP 모뎀에 할당된다. 할당된 접속은 IP 링크(17)로서 예시되어 있다.

도면에서 PSTN/ISDN 접속은 굵은 연속선, IP 링크는 끊어진 선, 음성 통로는 굵은 끊어진 점선으로 나타
낸다.

송신 호출

이어서 사용자(A)는 송신 호출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1)의 수신기를 들어 올린다. IP 모뎀은 이러한 사실
을 검출하여 전화기(1)에 발신음을 전송한다. IP 모뎀(4)은 사용자(A)의 전화기에 대하여 종래의 회선 카
드로서 동작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P 모뎀에 의하여 수행되는 
동작은 예로서 접속 차단, 접속, 회선 전류, 발신음, 호출 신호, 수신음, 접속 순간 신호(어떤 전화 장치
에서 R-키이 기능성에 의하여 제공되는) 및 전화기(1)로부터의 DTMF 신호의 디코딩(decoding)을 공급하는 
것이다. IP 모뎀은 또한 PSTN/ISDN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전화 장치 서버에 신호를 전송하는 데에 필
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IP 모뎀 전화 장치라고 
부른다.

이어서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번호를 다이얼링한다. 숫자는 IP 모뎀 전화 장치에 의하여 수신된다. 
IP 모뎀 전화 장치는 전화 장치 서버(10)에 있는 전화 장치로 다이얼링 정보를 전송한다. 전화 장치 서버
(10)는 다이얼링 정보를 판독하여 PSTN/ISDN 회로망(3)에서 송신 호출 신호를 생성한다. PSTN/ISDN 회로
망(3)은 가입자(B)에 대하여 PSTN/ISDN 접속(18)을 설정한다. PSTN/ISDN 회로망은 가입자(B)에게 호출 신
호를 전송하고 IP 모뎀(4)은 가입자(A)에게 신호음을 전송한다. 가입자(B)가 수신기를 들 때 PSTN/I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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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망은 이 사실을 검출하여 전화 장치 서버(10)에 회신하고 전화 장치 서버는 이어서 IP 모뎀(4)에 회
신한다. 이제 (A) 및 (B) 사이에 접속이 이루어졌다.

(A)가 말할 때 음성은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IP 모뎀으로 전송된다. IP 모뎀은 공지된 방식으로, 음성
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 디지털화 음성 신호는 종래의 음성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된다. 
이어서, 디지털화 압축 음성은 IP 모뎀(4)에 의하여, IP 링크(16, 17)를 통하여 전화 장치 서버(10)로 전
송되는 IP 패킷으로 패킷화된다. 전화 장치 서버(10)는 수신된 음성 패킷을, PSTN/ISDN 회로망을 통하여 
가입자(B)에게 전송되는 등시성(等時性) 음성 신호로 변환시키는 변환기(19)를 갖고 있다.

(B)가 말할 때 음성은 음성 신호로서 전화 장치 서버(10)에 전송된다. 변환기(19)는 음성 신호를, IP 링
크(16, 17)를 통하여 IP 패킷 형태로 IP 모뎀(4)에 전송되는 디지털 압축 정보로 변환시킨다. IP 모뎀은 
IP 패킷을 수신하여 그것을 분해(unpack)해서 음성 정보를 해독하고, 해독된 음성 정보를 전화기(1)에 전
송한다. (A) 및 (B) 사이의 음성 통로는 끊어진 점선(20)으로 나타낸다.

부호화된 음성은 약 10∼15kb/s만 차지한다. 상기 접속에 이용 가능한 대역폭의 나머지는 다른 목적에 사
용할 수 있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IP 모뎀은 (B)로의 호출과 동시에 또 다른 전화 회합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B)로의 전화 호출과 동시에 IP 모뎀은 예로서 IP 링크(21)와 같은 IP 회로망(9)으로써 회합을 진행시킬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IP 모뎀은 상이한 장치로부터의 정보를 IP 게이트웨이로 가는 하나
의 동일한 IP 링크에 멀티플렉스(multiplex)하고 수신된 정보를 디멀티플렉스(demultiplex)하여 디멀티플
렉스된 정보를 각각의 수신지로 전송하는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IP 모뎀은 
인터넷으로부터의 입력 IP 패킷을 개인용 컴퓨우터(2)에서 동작하는 인터넷 장치로 전송하고 음성 정보를 
포함하는 입력 패킷을 디코더(decoder), 디컴프레서(decompressor) 및 d/a(digital/analog) 변환기를 통
하여 전송한다. IP 회로망에 입출력되는 IP 패킷은 IP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여 전화 장치 서버에는 도달하
지 않는다.

만일 사용자(A)가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전화 장치(12)를 운영한다면 개인용 컴퓨우터의 음성 카드는 디지
털화해서, 압축하여 IP 패킷으로 패킷화된 음성을 IP 모뎀(4)의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에 전송한다. 
IP 모뎀(4)은 그것을 IP 링크(16, 17)를 통하여 전화 장치 서버(10)에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A)는 개인용 컴퓨우터 및 헤드셋을 전화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수신 호출

본 예에서는 IP 모뎀이 활성화되어 있고 IP 게이트웨이 및 전화 장치 서버에서 그 존재가 등록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 사용자(A)는 IP 회합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쾌히 하기 위하여 아무런 
회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이전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 모뎀은, 활성화될 때, IP 게이트웨이 및 전화 장치 서버에 대한 IP 
링크(16, 17)를 설정한다. IP 모뎀 전화 장치는 전화 장치 서버에서 동작하는 전화 장치에 IP 패킷을 전
송한다. 이러한 패킷 중에는 PSTN/ISDN 회로망에서 "호출 진행"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전화 장치 서버에 
요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패킷이 있다. 호출 진행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타의 수단은 참조[1]에 기재되
어 있다. 사용자(A) 대신에 전화 장치 서버(10)는 PSTN/ISDN 회로망에서 호출 진행 서비스를 요구하고, 
호출  진행  번호,  즉  (A)로  향하는  호출이  진행되는  번호인  전화  장치  서버(10)의  전화  번호로써 
나타낸다. 호출 진행 서비스가 완료될 때 사용자(A)에 대한 호출은 PSTN/ISDN 회로망에 의하여 전화 장치 
서버(10)로 경로 지정된다.

사용자(B)는 사용자(A)와 전화로 대화를 원하여 사용자(A)의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한다. PSTN/ISDN 회로
망은 (A)에 대한 호출이 전화 장치 서버에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출한다. 전화 장치 서버에 대한 
PSTN/ISDN의 접속(22)이 완료된다. 전화 장치 서버는 호출을 수신하여 그것이 사용자(A)에게 보내는 전화
라는 것을 나타낸다. (A)의 전화 번호 및 (A)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A)에 대한 상기의 등록 데이터를 사
용하여, 전화 장치 서버는 수신 호출 및 IP 모뎀의 IP 주소 사이의 관계를 생성한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참조[1]에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전화 장치 서버는 IP 링크(17, 16)를 통하여 IP 모뎀에 IP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의 IP 패킷은 경보 메시지를 포함한다.

IP 모뎀은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A)의 전화에 대한 호출 신호를 생성한다.

(A)가 수신기를 들 때 IP 모뎀은 이 사실을 검출하여 IP 패킷 형태의 대응 메시지를 전화 장치 서버에 전
송한다. 이어서 (B) 및 (A) 사이에 접속이 완료된다. 음성 신호는 PSTN/ISDN 접속(22)을 통하여 (B)로부
터 전화 장치 서버에 전송된다. 전화 장치 서버에서는 변환기(19)가 음성 신호를, IP 링크(17, 16)를 통
하여 전화 장치 서버로부터 IP 모뎀(4)에 전송되는 IP 패킷 형태로 패킷화되는 디지털 압축 신호로 변환
시킨다. IP 모뎀에서는 수신된 IP 패킷을 분해(unpack)해서 압축 해제하여 전화기(1)에 전송되는 음성 정
보로 변환한다. 이어서 (B) 및 (A)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음성 통로는 도 2에 끊어진 점선(20)으로 나와 
있다. 

만일 (A)가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 IP 모뎀(4)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전화 장치 서버는 계속해
서 가입자(B)에게 신호음을 전송한다. (B)가 수신기를 전화기(6) 걸이에 놓을 때 이 사실은 PSTN/ISDN에 
의하여 검출되어 (6) 및 (10) 사이의 접속을 해제한다.

경보 메시지를 수신할 때 호출 신호를 생성하는 대신에 IP모뎀 자체는 가청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는 이어서 모니터(13)의 스크린에 경보 메시지를 전시하는 개인용 컴퓨우터에 경보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

호출에 응답하는 대신에 사용자(A)는 참조[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신 호출을 호출 조정기로 방향을 전
환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A) 및 (B) 사이의 대화가 끝나면 PSTN/ISDN 접속(22) 및 음성 통로(20)는 해제된다. 전화 장치 서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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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는 수신 호출 및 (A)의 IP 주소 사이의 관계를 해제한다. PSTN/ISDN 접속(15)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신 호출 및 호출된 사용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신 호출 자체로부터의 수신 호출
의 수신지가 전화 장치 서버에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참조[1]에 기재되
어 있다.

만일 사용자(B)가 사용자(A)에게 호출을 하고 사용자(B) 또한 IP 모뎀을 갖고 있다면, 그 호출은 송신 호
출과 수신 호출의 결합으로서 인정된다.

도 3에는 IP 모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IP 모뎀에는 접근 방식에 대하여 하나의 
프로토콜 스택이 있다. 따라서 가입자 회선에 대한 접근을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 스택(23), 전화기 또는 
전화기들에 대한 접근을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 스택(24) 및 개인용 컴퓨우터에 대한 접근을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 스택(25)이 있다.

전화기 프로토콜 스택(24)은 최저의 계층(layer)으로서 POTS(Plain Old Telephony Services) 접근 "프로
토콜"(26)을 포함한다. 만일 가입자가 두 개의 전화기 접근을 갖는다면, 즉 상이한 루프(loop)에 접속된 
두 개의 전화기가 있다면, 이어서 끊어진 선으로 나타낸 다른 POTS 접근 "프로토콜"(27)이 있다. POTS 접
근 계층 위에는 CODEC이라고 표시된 코딩/디코딩(28), POTS 계층 및 최상위의 전화 장치 계층 사이에 교
환되는 신호의 제어(29)가 있다. IP모뎀 전화 장치(30)는 수신 및 송신 호출을 조정하는 기능, 사용되는 
특정의 전화기 방식을 동작시키는 기능, 및 전화기(들)과 PSTN/ISDN 사이에 신호의 전송에 대한 기능을 
부여한다.

가입자 회선 프로토콜 스택(23)은, 아래의 POTS 계층(31), POTS 계층 위에 공통 데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
하는 V.34 프로토콜 계층(32), V.34 계층 위에 PPP 프로토콜 계층(33), 이 위에 IP 계층(34), IP 계층 위
에 UDP/TCP 계층(35)(각각 User Datagram Protocol 및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및 UDP/TCP 계층 
위에 전화 장치 계층을 포함한다. UDP 프로토콜은 음성 전송에 사용되고 TCP 프로토콜은 전화 장치 계층 
및 IP 계층 사이의 신호 전송에 사용된다. 전화 장치 계층(30)은 가입자 회선 프로토콜 스택의 최상위의 
프로토콜 계층이고 가입자 회선 프로토콜 스택 및 전화기 프로토콜 스택에 대하여 공통적이다.

명쾌히 할 목적으로 V.34 접속이 이루어지는 제어 수단은 도 4에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제어 수단은 
IP 모뎀에 상존(尙存)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IP 모뎀에서 동작하는 기타의 장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타의 장치들은 
전화 장치 계층과 동일한 계층 레벨에 있고 특정 장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UDP/TCP,  IP,  PPP,  V.34  및 
POTS 프로토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도 3의 (36)에는 이러한 하나의 기타의 장치를 나타낸다.

개인용 컴퓨우터 프로토콜 스택은, 하부로부터,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 계층(37), PPP 프로토콜 계층(38) 
및 최상위 계층으로서 IP 프로토콜 계층(34)을 포함한다.

도 4는 IP 게이트웨이 및 전화 장치 서버와의 통신을 위하여 도 3에 나타낸 프로토콜이 IP 모뎀 전화 장
치(30)에 의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예시한다. IP 모뎀에서는 전화 프로토콜 스택(24) 및 가입자 회선 프로
토콜 스택(23)이 사용된다. IP 게이트웨이에는 PSTN/ISDN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프로토콜 스택(39)이 사
용되고 전화 장치 서버에서는 IP 게이트웨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프로토콜 스택(40)이 사용된다. 전화 
장치 서버는 또한 PSTN/ISDN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가입자 회선 프로토콜 스택과 유사한, 도면에는 나타
내지 않은 프로토콜 스택을 갖는다. 후자의 프로토콜은 도 4의 명료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도면에 나타
내지 않는다.

프로토콜 스택(24)의 최하위 프로토콜 계층은 PSTN/ISDN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 경우에는 아날로
그 접근 인터페이스인 POTS 계층(26)이다. POTS 계층 위에는 CODEC(28) 및 제어(29) 계층이 있다. 이들 
나중의 계층 위에는 전화 장치(30)가 있다.

구조(23)의 최하위 프로토콜 계층은 PSTN/ISDN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POTS 계층(31)이다. POTS 계층
(31)  위에는 PSTN/ISDN  접속(15)에  대하여 원시 디지털 링크를 제공하는 V.34  프로토콜 계층이 있다. 
V.34 프로토콜 계층 위에는 IP 패킷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PPP 프로토콜 계층(33)이 있다. PPP 계층 위
에는 IP 주소를 조정하도록 하는 IP 프로토콜 계층(34)이 있다. IP 계층 위에는 UDP/TCP 프로토콜 계층
(35)이 있다. IP 모뎀에서는 POTS 접근 프로토콜 계층 및 V.34 프로토콜 계층은 표준 데이터 모뎀(41)에 
의하여 조정되고, PPP 프로토콜 계층은 PPP 조정기(42), IP 프로토콜 계층은 IP 조정기(43), TCP/UDP 프
로토콜 계층은 TCP/UDP 조정기(44)에 의하여 조정된다. 각 조정기(41, 42, 43)는 공지된 기술의 소프트웨
어를 포함한다.

PSTN/ISDN 회로망에 대한 접근을 위한 IP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스택(39)은, 하부로부터 POTS 프로토콜 계
층(45), V.34 프로토콜 계층(46), PPP 프로토콜 계층(47) 및 IP 프로토콜 계층(48)을 포함한다. POTS 및 
V.34 프로토콜 계층은 모뎀 푸울(pool)(49)에 의하여 조정되고, PPP 계층은 PPP 조정기(50), IP 계층은 
IP 조정기(51)에 의하여 조정된다. IP 게이트웨이는 또한 전화 장치 서버에 대한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지속적인 접속에의 접근을 위한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프로토콜 스택을 갖는다. 이러한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프로토콜 스택은 IP 프로토콜 계층(48)과 공유하는 IP 프로토콜 계층을 갖는다.

전화 장치 서버 프로토콜 스택(40)은, 하부로부터, IP 프로토콜 계층(53) 및 UDP 프로토콜 계층(54)을 갖
는다.  전화  장치  서버에서  이  들  계층들은  각각  PPP  조정기,  IP  조정기  및  UDP  조정기에  의하여 
조정된다. IP 프로토콜 계층(53)은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LAN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유지된다.

IP 모뎀 전화 장치(30)는 UDP 프로토콜 및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 장치 서버에서 전화 장치(55)와 
통신한다. 이러한 통신은 이중 머리 화살표(56)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IP 모뎀은 또한 TCP 프로토콜 계층을 사용하여 기타의 유사한 장치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기타 장치(36)를 가질 수도 있다. 기타 장치의 예는 사용자(A)가 IP 회로망(9)에 가질 수도 
있는 e-메일 상자를 폴링(polling)하는 e-메일 폴러(poller)이다. 메일 상자에 메일이 있을 때, 하나의 
표시, 예로서 시각적인 표시가 주어진다. 장치의 또 다른 예는 전력계 등의 소비자 장치의 원거리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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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의 예는 도 5를 참조하여 이하에 기재한다.

도 5에는 사용자(A)가 전화를 연결한 두 개의 상이한 루프 사이에 내부의 통신을 구성하는 데에 본 발명
에 의한 IP 모뎀(4)이 사용되는 방법이 나와 있다. 하나의 루프는 (57)로, 다른 루프는 (58)로 표시되어 
있다. 여러개의 전화기를 루프에 연결할 수도 있다. 도 5에는 하나의 전화기(1)가 루프(57)에, 또 하나의 
전화기(59)는 루프(58)에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각 루프는 IP 모뎀에 접속되는 각각의 물리적 포
트에 연결된다. 각 포트는 전화 장치(30)에 의하여 동작된다. 그러므로 루프(57)에 접속된 전화기는 루프
(58)에 접속된 전화기와 통신할 수 있다. 나와 있는 예에서, 전화기(1 및 59)는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IP 모뎀에 의하여 인터컴(intercom)이 제공된다. 이것은 이중 머리 화살표(60)로 예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IP 모뎀(4)은 LAN 장치를 가지므로 상이한 장치들이 접속되는 가정용 LAN(61)의 간단한 
라우터(router)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각의 접속된 장치는 TCP/IP 프로토콜, 바꾸어 말해서 소위 IP를 지
원함으로써, 만일 상기의 기타 장치들이 또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지원한다면, LAN과 떨
어져 있는 기타의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특히 개인용 컴퓨우터에서 동작하는 전화 장치(12)는 IP 모뎀을 통하여 어떠한 두 개의 전화기(1, 59)와
도 통신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이중 머리 화살표(62, 63)로 예시되어 있다. 따라서 헤드셋(11) 및 
전화기(1, 59) 중의 어느 하나 사이에 인터컴이 제공된다.

가정용 LAN(61)에 전력계(64), 수량계(65), 연기 및 화재 탐지기(66), 난로(67) 및 오븐(68)이 접속된다. 
이러한 구성은 전력계 및 수량계의 판독 등의 원격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연기 및 화재 탐지기가 연기를 
탐지할 때, 예로서 SOS 구난 센터 또는 소방서의 경보 전화 번호로 IP 모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다이얼
링된다. 이러한 구성으로써, 예로서 IP 회로망에 접근된 개인용 컴퓨우터로부터, 난로 및 오븐을 또한 원
격 동작시킬 수 있다.

IP 모뎀(4)은 번호의 단축 다이얼링 등의 종래의 전화 장치를 강화하는 다수의 특징을 지원한다. 번호의 
단축 다이얼링은 IP 전화로 도달할 수 있는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본적 전화기

IP 모뎀(4)은 사용자(A)의 희망 및 사용자(A)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모드로 동작
한다. IP 모뎀(4)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IP 회로망 및 PSTN/ISDN 회로망 서비스는 도 1-5를 참조로 기
재되어 있다. 도 6에는 기본적인 전화 장치 서비스를 나타낸다. IP 모뎀(4)은 두 개의 가동 접점(70, 7
1)이 있는 릴레이(69)를 포함한다. 접점(70)은 (A)의 건물의 벽 소켓이 그 곳으로부터 동일 구내의 사무
실로 가는 가입자 회선 까지 접속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접점(71)은 사용자(A)의 전화기 루프(57)에 접
속하기에 적합하다. 각 가동 접점은 두 개의 고정 접점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고정 접점은 케이
블(72)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가동 접점이 도 5에 나타낸 위치에 있을 때 기본적인 전화장치 모
드가 구성된다. 가동 접점이 반대 위치에 있을 때는 도 1∼5를 참조로 기재된 IP 모드가 구성된다. 도 6
에 나타낸 위치에서는 전화기 접속은 IP 모뎀을 통하여 고정 배선되어 있다. 이 위치에서 (A)의 전화 장
비는 통상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벽 소켓을 통하여 가입자 회선에 접속된다. 따라서 주 전원이 차단될 때 
IP 모뎀의 생략(default) 모드는 기본적 음성 전화 장치가된다. 기본적 음성 전화 장치 모드를 또한 사용
자(A)가 수동적으로, 예로서 IP 모뎀의 나타내지 않은 스위치를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다.

도 7에 IP 모뎀(4)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것은 IP 및 PPP 프로토콜 계층(34, 38)을 사용
하여 직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72)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우
터 인터페이스는 IP 패킷의 교환을 지원한다. 직렬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 대신에 점선으로 나
타낸 LAN 인터페이스(74)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루프(57)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전화기 인터페이스(75), 루프(58)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전화기 
인터페이스(76) 및 아날로그 가입자 회선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77)가 있다. 
전화기 인터페이스는 접속 차단, 접속, 접속 순간 신호, DTMF 신호 등의 전화기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검
출하고 호출 신호, 발신음 및 기타의 음성 신호를 생성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전화기 인터페이스는 음성
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예로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유럽의 이동 
전화 방식) 압축을 사용하여 압축하고 패킷화하여 IP 패킷에 포함시킨다. 음성을 포함하는 수신 IP 패킷
은 역 방법으로 처리한다. 항목(70, 71, 72)에 의하여 제공되는 안전 장치는 하나의 전화기 인터페이스, 
예로서 전화 장치 인터페이스(75)만을 지원한다.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77)는 양방향 28.8kB/s 또는 더 
높은 디지털 전송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 모뎀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장치 조정기(78, 79)가 있다. 그 중의 하나, 예로서 (78)에는, 상기의 기타 장치(36), 
예로서 e-메일 폴링 장치가 있다. 다른 장치 조정기에는 기타의 장치, 예로서 LAN(61)을 경유하여 IP 모
뎀에 부속되는 장치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있다. 이러한 기타 장치의 하나의 
예는 연기 탐지기가 연기를 탐지할 때 오븐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또한 IP 라우터 기능성이라고 부르는 IP MUX/DMUX(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 기능성(80)이 있고, 이것은 
상이한 인터페이스로부터 IP 패킷을 받아서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77)에 적절한 순서로 전송한다. IP 
MUX/DMUX 기능성은 또한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로부터 IP 패킷의 수신 및 수신된 IP 패킷의 적절한 인터
페이스로의 전송에 대하여 대비한다. 결과적으로 IP 모뎀의 여러 가지 기능성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총
체적 제어 기능성(81)이 있다.

국지 모드(local mode)

IP 모뎀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모뎀은 IP 회로망(9)과 아무런 접속이 없을 때, 모뎀의 모드가 국지 모드로 
되어 있다고 한다.

만일 IP 모뎀이 국지 모드로 되어 있으면 전화 장치(30)를 사용하여 인터컴이 가능하게 된다. 국지 모드
에서 가능한 인터컴은 도 5에 화살표(60)로 예시되어 있다.

12-6

1019980709514



IP 모뎀의 국지 모드에서 기타 장치(36)는 가정용 LAN에서 동작할 수 있다. 예로서 연기가 탐지될 때 오
븐의 스위치를 차단하는 상기의 장치는 LAN에서 동작중일 수도 있다. 국지 모드에서, 반드시 상기에서 예
시한 장치중의 하나는 아닌, 이러한 하나의 기타 장치(36)는 IP 회로망(9)으로의 접속을 설정하도록 IP 
모뎀에 명령할 수 있다. 예로서 e-메일 폴링 장치는 메일 상자에서 사용자(A)에게 오는 메일의 유무를 점
검할 수 있다. 메일 상자는 IP 회로망에 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IP 모뎀은 IP게이트웨이를 호출한
다. 접속이 이루어질 때 e-메일 폴링 장치는 메일 상자에 IP 폴을 전송하고 IP를 사용하여 메일 상자와 
통신한다. 예로서 이러한 호출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IP 모뎀의 국지 모드에서 외부 장치, 즉 사용자(A)의 집 외부의 통신 장치에서 동작하는 장치는, 사용자
(A)의 IP 모뎀(4)의 기타 장치(36)와 통신을 이룰 수 있다. 예로서 IP 회로망(9)의 메일 상자는 사용자
(A)를 위한 메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IP 모뎀(4)을 호출하도록 IP 게이트웨이에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예
는 원격 사이트(site)로부터 전력계(64)를 판독하는 외부 장치이다. 외부 장치로부터 호출을 수신하면, 
IP 모뎀은 예로서 번호 확인에 의하여, 호출자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로서 호출을 수신하거나 또는 거
절한다. 타당한 IP 회합 개시자로부터의 호출이면, 그 호출은 수신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된다. 호출이 
수신되면 IP모뎀은 접속 상태 모드로 진입하고 외부 장치와 IP 회합을 개시한다. 접속 상태 모드는 IP 모
뎀이 접속되어 IP 프로토콜 계층을 통하여 통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호출이 거절되면 IP모뎀은 국
지 모드 상태로 유지된다.

도 8에는 IP 모뎀(4)의 물리적인 실행을 나타낸다. 제어 기능성(81)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된
다.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가 음성 엔코딩(encoding), 예로서 GSM 엔코딩을 위하여 부가된다. 마찬
가지로 전화기 인터페이스(75)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제어 
장치)와 통신하는 도면에 나타내지 않은 메모리 장치에 부가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77)에  의해서  부여되는  코딩/디코딩  및  표준  모뎀(41)은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digital signal processor)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IP MUX/DMUX 기능(80)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부여된다.

도 9에 나타낸 전화 장치 서버(10)는 중앙 제어기(82), 접근 조정기(83), 압축 및 패킷화 장치(84), IP 
조정기(85), PSTN/ISDN 회로망에 접속되는 PSTN/ISDN 회선(86) 및 IP 게이트웨이(8)에 접속되는 다수의 
회선(87)을 포함한다. 중앙 제어 장치(82)로부터 제어를 받아서, 접근 조정기는 수신 호출을 수신하고, 
송신 호출을 설정하며, IP 모뎀의 전화 번호를 조정하고, 호출 진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도록 
PSTN/ISDN 회로망에 요구하며, IP 게이트웨이(8)에 대한 접속을 부여한다. 압축 및 패킷화 장치는 음성 
신호를 디지털 포맷 등등으로 변환시켜 디지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음성 신호는 종래의 샘
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샘플링되고 종래의 음성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샘
플링된 압축 디지털 신호는 패킷으로 구성되어, IP 패킷을 형성하도록 패킷에 주소 및 테일(tail)을 부여
하는 IP 조정기(85)로 전송된다. 또한 IP 조정기(85)는 IP 게이트웨이에 출입하는 IP 패킷의 흐름을 제어
하고, 도 4의 IP 계층(53)을 조정한다.

회선(86,  87)은  ISDN  30B+D(기본  비율  B)  또는  디지털  PABX(Private  Automatic  Branch  Telephone 
Exchange) 등의 디지털 회선이 바람직하다. 전화 장치 서버(10)에 대해서는 PSTN/ISDN(3)이 전화기에 적
절한 방식의 신호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화기(1, 6, 59)가 아날로그 방식인가 디지털 방식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전화 장치 서버는, 압축 음성이 PSTN 또는 ISDN 회로망에 통상의 음성 정보로서 전송되기 
전에, 압축 음성을 디패킷화하고 압축 해제하여야 한다.

*참조                                                                          [1] 1996년 6월 4일
자 스웨덴국 동시 계속 출원 제 9602212-4호.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환 전화 장치 회로망(3) 서비스 및 IP에 의한 회로망(9) 서비스에 대한 자율적인 동시 접근을 위한 접
근 수단(30, 41∼44, 73∼75, 77)을 포함하고, 상기의 자율적인 동시 접근은 다이얼 호출에 의한 접속
(15)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장치 회로망(3)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의 공중 또는 사설 전화 장치 회로망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IP에 의한 회로망(9)은 공중 또는 사설 회로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의 접근 수단은 전화기(1) 접속용 전화기 인터페이스(75), 개인용 컴퓨우터 접속용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 가입자 회선 접속용 가입자 회선 인터페이스(77)를 포함하는 모뎀으로
서, 상기의 전화기 인터페이스(75)가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모뎀은 전화기를 위한 제어 신호를 검출하고 생성하며, 상기의 전화기(1)에 음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75)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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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의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는 본질적으로 공지의 방식으로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 교환을 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의 접근 수단은 추가적으로 IP 게이트웨이(8) 및 전화 장치 서버(10)에의 접근을 자
율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IP  조정기(43)를  포함하고,  상기  전화  장치  서버를  상기  교환  회로망에 
접속하며, 상기 IP 게이트 웨이는 전화 장치 서버 및, 본질적으로 공지된 방식으로, 교환 회로망 및 상기
의 IP에 의한 회로망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8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접근 수단은 추가적으로 LAN(61) 접속용 LAN 인터페이스(74)를 포함함에 따라서, 
IP 통신 능력으로써 장치(2, 64∼68)에의 접근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모뎀은 상기의 IP에 의한 회로망에서 통신에 의하여 지원되는 다수의 장치(30, 36)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모뎀은 상기의 다이얼 호출에 의한 접속(15)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멀티플렉싱하고, 상기의 다이얼 호출 접속을 통하여 수신되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디멀티플렉싱하며, 
상기의 디멀티플렉싱한 신호를 각각 전화 장치 인터페이스(75) 및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로 전
송하는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모뎀은 몇 개의 독립적이고 동시적인 전화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전화기가 각각의 
전화기 루프(57, 58)에 접속되는 최소한 두 개의 전화기 인터페이스(75, 7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이한 전화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는 전화기들 사이에 상호 통신(60)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개인용 컴퓨우터 인터페이스(73) 또는 상기의 LAN 인터페이스(74)에 접속되는 개인용 
컴퓨우터(2)에서 동작하는 전화 장치(13), 및 상이한 전화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는 전화기 중의 어느 하
나 사이에 상호 통신(63)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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