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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는 전화선(C)의 전압 레벨을 검출하고, 그 전화선(C)을 이용하여 음성 대역 통신이 온훅 
상태에 있는지, 오프훅 상태에 있는지를 검출하여, 상태 검출 신호(81)로서 출력한다. TEQ(63), FEQ(66), 콘스텔레
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67)은 그 상태 검출 신호(81)에 기초하여, 온훅시, 오프훅시, 각각의 테이블(75 ∼ 80)
을 사용하여,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적응 등화, 비트 배분, 이득 배분을 행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한다. 또한, 온
훅시는, 전화는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음성 대역에 가까운 대역까지 전송 서브 캐리어를 확대 또는 시프트시키
고, 또한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여 통신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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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온훅, 오프훅, 전화선, 검출 신호, 비트 배분, 음성 대역, 통신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xDSL 방식 등의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유선계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용 동선 케이블을 사용하여 수 메가비트/초의 고속 디지털 통
신을 행하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통신 방식이나, HDSL(High-bitrate Digital Subscrib
er Line) 통신 방식,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등의 xDSL 통신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xDSL 통
신 방식 라인 코드중 하나로 DMT(Discrete MultiTone) 변복조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은, ANSI의 T1.413에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다.
    

    
도 7에, DMT 변복조 방식의 송신 신호의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면에 있어서, 4 kHz 이하의 대역은, 음성 대역을 사
용한 음성 대역 통신인 통상의 전화 서비스를 도시하고 있고, 30 kHz로부터 320 kHz까지는 DMT 변복조 방식의 AD
SL 통신시의 상측 다반송파, 30 kHz로부터 약 1.1 MHz까지는, DMT 변복조 방식의 ADSL 통신시의 하측의 다반송파
를 도시하고 있다. DMT 변복조 방식의 ADSL 통신에서는, 하측의 다반송파와 상측의 다반송파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분리는 에코 제거기(echo canceller)로 행하고 있다.
    

그런데, xDSL 통신 방식 등의 DMT 변복조 방식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서는, 통상, 데이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
이닝을 행하고, 수신파의 S/N 비를 각 서브 채널마다 측정하며, 그 값에 따라 각 서브채널의 전송 비트수 할당이나, 이
득 할당을 행한다. 이러한 값은, S/N 비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회선의 감쇠량이 크거나 노이즈가 존재하고 있으면, 
S/N 비가 작아지고, 할당되는 비트수도 줄어든다.

    
도 8에, 예로서 TCM-ISDN 전송로의 집합 선로에서의 간섭 노이즈의 영향이 있었을 때의 비트 배분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은, 'ISDN 회선의 DMT-ADSL 방식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NTT, B-8-54, 1998년 전자 정보 통신 학
회 종합 대회(춘계)에서 발표된 것으로, 도면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TCM-ISDN 전송로의 집합 선로에 의해, 간
섭 노이즈로서 도면 중 파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은 NEXT 노이즈를 받은 경우에는, 도면 중 실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간섭 노이즈가 적은 주파수로 비트 배분이 커지도록 각 서브채널로의 전송 비트수 할당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득 배분은, 통상, 비트 배분과는 반대로, 간섭 노이즈가 큰 곳에서는 이득을 크게 배분하고, 간섭 노이즈
가 작은 곳에서는 해당 노이즈를 작게 배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xDSL 통신 등의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서는, 전화기 등에 의해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데이타 통신 서비스가 음성 대역을 사용한 전화 서비
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의 온훅 상태와,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상
태의 오프훅 상태에서, 전화 회선의 특성이 변동되어,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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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에, 음성 대역 통신에서의 온훅시, 오프훅시의 전화 회선상의 주파수 특성을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가정내 전화 
배선의 실험적 특성(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In-Home Telephone Wiring)'으로서, AMD.D.176(WP1/15) 
ITU-T SG15(제네바, 1998년 2월 9-20일)에 발표된 것으로, 도면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음성 대역 통신에 있
어서의 온훅시와 오프훅시에서, 그 전화 회선을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할 때의 이득 레벨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이 도면으로부터, 전화 회선을 사용하여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오프훅시에 이득의 변동이 크고, 또한, 음
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 비해, 현저히 이득 특성이 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측에서, 수화기를 놓아둔 온훅 상태일 때에만 트레이닝하고, 각 채널
의 비트 배분이나 이득을 결정하는 비트 맵을 결정하거나, 적응 등화의 계수 트레이닝을 행하며, 그 전화 회선에 최적인 
비트 배분, 이득 설정, 적응 등화 필터로 통신을 행한 경우에는, 수화기를 들고 음성 대역 통신을 행하는 오프훅시에는, 
전화 회선의 특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각 특성이 최적인 상태에서는 없어지고, 보다 데이타 전송율을 올릴 필요가 있는 
등,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화 회선을 사용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
지 않은 온훅시, 및 해당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오프훅시에 특성이 변화하더라도,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효율
적으로 데이타 통신을 행할 수 있는 데이타 통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데이타 통신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음성 대역 통신의 온훅, 오프훅을 검출하고, 각 상태의 특성
을 트레이닝하며, 비트 배분, 이득 설정, 적응 등화의 계수의 테이블 등을 온훅, 오프훅 각각에 대하여 준비하고, 데이타 
통신시에는, 온훅, 오프훅의 상태에 맞추어서, 각각의 값을 변환하여 통신을 행하는 동시에, 온훅 검출에서 전화가 사용
되고 있을 때는, 통신 대역을 전화 서비스대까지 시프트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데이타 통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
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통신 수
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의 등화 계수를 기억한 
음성 대역 통신시 계수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의 등화 계수를 기억한 
음성 대역 비통신시 계수 테이블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
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계수 테이블에 의해 데이타 통신에 의한 수신 신호를 등화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계수 테이블에 의해 데이타 통
신에 의한 수신 신호를 등화하는 등화기를 구비하며,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노이즈 제거의 특성
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비트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역 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
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비트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역 비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과, 상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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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비
트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비트 배분을 행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비트 배분을 행하는 비트 배분기를 구비하며, 음
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상기 각 채널로의 비트 배분의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이득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역 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
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이득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역 비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이
득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이득 배분을 행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이득 배분을 행하는 이득 배분기를 가지며,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상기 각 채널로의 이득 배분의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
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
력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지 않는 소정의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한
편,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는 음성 대역 부근까지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통신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
력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지 않는 소정의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한
편,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고, 또한, 송신측의 경우만, 또한, 음성 대역 통신의 요구를 수신측
에 전하기 위한 링톤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필터를 갖는 통신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이상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
이며,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데이타 통신 시스템 전체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 모뎀(1a, 1b)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데이타 통신 시스템 전체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Lite 모뎀(6a, 6b)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 내지 도 5c는 각각 이 실시 형태 2의 온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93)에 설정된 데이타 통신일 때의 사용 대역의 
구체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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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c에 도시하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 장치의 송신기의 출력단에 설치해야 할 필터의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DMT 변복조 방식의 송신 신호의 스펙트럼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TCM-ISDN 전송로의 집합선로에서의 간섭 노이즈의 영향이 있었을 때의 비트 배분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음성 대역 통신에 있어서의 온훅시, 오프훅시의 전화 회선상의 주파수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관계되는 데이타 통신 장치의 실시 형태를 도면을 기초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데이타 통신 시스템 전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있어서, 
A는 가입자, 1a는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 모뎀, 2a는 스플리터, 3a는 전화선(C)에 의해 음성 
대역의 음성 대역 통신을 행하는 전화기, 4a는 전화선(c)에 의해 무료 내지 유료로 데이타나 화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
어 데이타를 송수신하거나 다운 로드하는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컴퓨터 장치이다.

또한, B는 전화국, 1b는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 모뎀, 2b는 스플리터, 3b는 라우터, 4b는 가
입자 교환기, 5b는 ATM 장치이다.

또한, C는 동축 케이블 등의 동선으로 된 전화선, N1은 ATM 장치(5b)가 데이타 통신하는 인터넷망, N2는 가입자 교
환기(4b)가 통신하기 위한 전화의 공중망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 모뎀(1a, 1b)의 수신기측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
고 있다. 도면에 있어서, 61은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 62는 아날로그 처리·A/D 변환기(Analog Processing And 
ADC), 63은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 64는 입력 직렬/병렬 버퍼(Input Serial/Parallel Buffer), 65는 이산 푸
리에 변환부(DFT), 66은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EQ), 67은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Constellation 
encoder and gain scalling), 68은 톤 오더링(Tone ordering), 69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70, 71은 디스크
램블·포워드 오류 정정(Descram and FEC), 72, 73은 사이클릭 중복성 검사(crc), 74는 MUX/Sync 제어(Mux/Sy
nc Control)이다.
    

    
또한, 도면 중에서, 75는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에 대하여 온훅시의 등화 계수를 제공하는 온훅시용 TEQ 
테이블, 76은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에 대하여 오프훅시의 등화 계수를 제공하는 오프훅시용 TEQ 테이블, 
77은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EQ)(66)에 대하여 온훅시의 등화 계수를 제공하는 온훅시용 FEQ 테이블, 78은 주파
수 영역 이퀄라이저(FEQ)(66)에 대하여 오프훅시의 등화 계수를 제공하는 오프훅시용 FEQ 테이블이다. 여기서, 이들 
테이블(75 내지 78)에 설정되는 등화 계수는, 미리 ADSL 통신을 시작하기 전의 트레이닝 기간 등에 트레이닝하고, T
EQ(63), FEQ(66) 각각 온훅시 및 오프훅시에서 사용하는 각 시간 성분, 주파수 성분에서 이득이 거의 같아지도록 등
화를 행하는 등가 계수가 시간 성분마다, 주파수 성분마다 설정된다.
    

    
또한, 도면 중에서, 79는 온훅시에 있어서의 각 주파수마다의 비트 배분 및 이득 배분이 미리 설정된 온훅시용 비트·
이득 배분 테이블, 80은 오프훅시에 있어서의 각 주파수마다의 비트 배분 및 이득 배분이 미리 설정된 오프훅시용 비트
·이득 배분 테이블이다. 또한, 이들의 테이블(79, 80)에 설정되는 각 배분 데이타는, TEQ(63), FEQ(66)의 테이블
(75 내지 78)과 마찬가지로, 미리 ADSL 통신을 시작하기 전의 트레이닝 기간 등의 트레이닝에 의해서 구해져서 설정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의 테이블(75 내지 80)은, 1개의 테이블상에 구성되어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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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ADSL의 데이타 통신 시스템 전체의 동작부터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서는, 종래의 전화기(3a)를 사용한 전화 서비스와, 컴퓨터 장치(4a)에 의한 ADS
L의 데이타 통신 서비스와의 주파수의 분할은 스플리터(2a, 2b)가 행하고 있고, 4kHz 이하를 전화 서비스용의 음성 
대역에, 그것보다 높은 대역을 데이타 통신용의 ADSL 모뎀대역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전화 서비스는, 전화국(B)측에서 공중망(N2)으로부터 가입자 교환기(4b), 전화국(B)측의 스플리터(2b), 가입자
(A)측의 스플리터(2a)를 통해, 4kHz 이하의 음성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화기(3a)와 접속하여 행한다. 이 경우, 스플
리터(2b, 2a)내의 저역 필터 등에 의해, ADSL 모뎀(1b, 1a)측에는 그 음성 대역의 신호는 전송되지 않는다.

    
한편, 데이타 통신 서비스는, 전화국(B)측에서 인터넷망(N1)을 구성하는 라우터(도시하지 않음)와, ATM 장치(5b), 
라우터(3b)를 경유하여 ADSL 모뎀(1b)에 접속하고, 전화국(B)측의 스플리터(2b), 가입자(A)측의 스플리터(2a), 
ADSL 모뎀(1a)을 통해, 컴퓨터 장치(4a)와 통신을 행한다. 이 경우, ADSL 모뎀(1a, 1b)은, 스플리터(2a, 2b)내의 
고역 필터 등에 의해, 각각 음성 대역의 4kHz보다 높은 대역을 사용하여, 제공자(provider) 등으로부터 무료 내지 유
료로 데이타나 화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수신하여 다운 로드하거나, 인터넷망(N1)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 장치 등과 데이타 통신을 행한다.
    

다음에,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 모뎀(1a, 1b)의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예를 들면, 가입자(A)측의 ADSL 모뎀(1a)이 수신측으로 되는 경우에서 그 동작을 설명하기
로 한다.

    
먼저, 수신 디지털 신호는 전화선(C)을 통해 본 ADSL 모뎀(1a)의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에 입력된다. 온훅·오
프훅 검출 회로(61)는, 전화선(C)의 직류전압 레벨을 검출하고 있고, 그 전화선(C)의 전압 레벨은, 전화기(3a) 등에 
의해 음성 대역의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온훅 상태에서는 -48V, 전화기(3a)에 의해 음성 대역의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오프훅 상태에서는 15V가 되기 때문에, 이 전화선(C)의 전압치로 전화선(C)이 온훅 상태
에 있는지, 또는 오프훅 상태에 있는지를 검출하여, 상태 검출 신호(81)를 출력한다.
    

다음에, 아날로그 처리·A/D 변환기(62)가 수신파에 대하여 LPF(저역 필터)를 적용하고, A/D 변환기를 통해 아날로
그 파형을 디지털 파형으로 변환하며, 계속해서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가 시간 영역의 적응 등화 처리를 행
한다.

    
그때,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에는,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로부터 현재 전화선(C)이 온훅 상태인지 오
프훅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상태 검출 신호(81)를 입력하고, 그 상태 검출 신호(81)가 온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에는, 온훅시용 TEQ 테이블(75)의 등화 계수에 기초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등가 처리를 행하는 한편, 오프훅 상태
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훅시용 TEQ 테이블(76)의 등화 계수에 기초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등가처리를 행
한다. 즉,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온훅시와, 오프훅시에 각각 별도로 시간 영역에 있어서의 각 시간마다의 이득 레벨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온훅시, 오프훅시 각각 별도로, 시간 영역에 있어서의 각 시간에서 이득 레벨이 다른 시간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이득 레벨을 조정한다.
    

다음에, 그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에 의해서 시간 영역의 적응 등화 처리가 된 데이타는, 입력 직렬/병렬 버
퍼(64)를 경유하여, 직렬 데이타로부터 병렬 데이타로 변환되고, 이산 푸리에 변환부(DFT)(65)에서 이산 푸리에 변
환되며,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EQ)(66)에 의해 주파수 영역의 적응 등화 처리가 행해진다.

    
그때, 주파수영역 이퀄라이저(FEQ)(66)에는,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훅·오프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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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회로(61)로부터 현재 전화선(C)이 온훅 상태인지 오프훅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상태 검출 신호(81)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 상태 검출 신호(81)가 온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온훅시용 FEQ 테이블(77)의 등화 계수에 기
초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등가처리를 행하는 한편, 오프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훅시용 FEQ 테이블
(78)의 등화 계수에 기초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등가처리를 행한다. 즉,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훅(Phone on-
hook)시와, 오프훅(Phone off-hook)시에 각각 별도로 주파수 영역에 있어서의 주파수마다의 이득 레벨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온훅시, 오프훅시 각각 별도로 각 주파수로 이득 레벨이 일정하게 되도록 이득 레벨을 조정한다.
    

그리고,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EQ)(66)에 의해 주파수 영역의 적응 등화 처리가 된 데이타는 콘스텔레이션 인코더
·이득 스케일링(67)에 입력되고,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67)은 비트 배분 및 이득 배분을 행하여, 콘스
텔레이션(Constellation) 데이타를 재생한다.

    
그때,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67)에는,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8)나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
EQ)(6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로부터 현재 전화선(C)이 온훅 상태인지 오프훅 상태인지
를 나타내는 상태 검출 신호(81)가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검출 신호(81)가 온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에는, 온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79)의 배분 데이타에 기초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비트 배분 및 이득 배분을 
행하는 한편, 오프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80)의 배분 데이타에 기초
하여 수신 신호에 대하여 비트 배분 및 이득 배분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67)에는,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나 주파수 영역 이퀄
라이저(FEQ)(66)에 의해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온훅시, 오프훅시에 대응하여 이득의 등화처리가 행해진 
신호가 입력하기 때문에, 온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79)과, 오프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80)을 변환하
여 사용하고, 온훅시, 오프훅시에서 각각 시간마다 및 주파수마다의 이득 레벨에 대응하도록 이득 배분 및 비트 배분을 
행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통상의 처리와 같고, 톤 오더링(68)에서 직렬 데이타로 변환하며, 디스크램블·포워드 오류 정정(70)에서 
FEC나 디스크램블 처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디인터리버(69)에서 디인터리브 처리를 적용한 후, 디스크램블·포워
드 오류 정정(71)에서 FEC나 디스크램블 처리하고, 그 후, crc(72, 73)에서 사이클릭 중복성 검사를 하고, Mux/Syn
c 제어(Mux/Sync Control)(74)에 의해 데이타를 재생한다.

이러한 처리를, 데이타 통신일 때 뿐만 아니라, 데이타 통신 전의 트레이닝기간에도 행하고, 온훅시와, 오프훅시의 각각
에 최적인 등화 계수나, 비트 배분치, 이득 배분치를 각각 테이블(75 내지 80)에 설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 의하면, 본 장치에 의한 데이타 통신을 행하기 전의 소위 트레이닝시에, 
전화선(C)을 이용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의 오프훅시 및 온훅시를 검출하고, 오프훅시 및 온훅시 
각각의 경우의 비트 배분, 이득 배분, 적응 등화(TEQ, FEQ)계수를 결정하여 각각에 테이블(75 내지 80)로서 설치해
두고, 실제의 데이타 통신일 때, 전화선(C)상의 음성 대역 통신의 온훅, 오프훅 검출을 행하며, 온훅 상태의 경우와, 오
프훅 상태의 경우에서, 각각의 테이블(75 내지 80)에 의해 비트 배분, 이득 배분, 적응 등화를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온훅, 오프훅의 각 상태에 최적의 통신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오류 확률이 감소하
며, 데이타 전송량이 향상된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 1에서는, 오프훅시 및 온훅시 각각의 경우의 비트 배분, 이득 배분, 적응 등화(TEQ, FEQ) 계수
를 결정하여 각각 테이블(75 내지 80)로서 설정하고, 데이타 전송일 때, 온훅 상태의 경우와, 오프훅 상태의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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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75 내지 80)에 의해 비트 배분, 이득 배분, 적응 등화를 전부 행하도록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
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훅, 오프훅의 각 상태에 따라 비트 배분만, 이득 배분만, 주파수 영역의 적응 등화(FEQ)만, 시
간 영역의 적응 등화(TEQ)만을 행하도록 해도 되고, 또한, 비트 배분과 이득 배분만, 이득 배분과 주파수 영역의 적응 
등화(FEQ)만, 비트 배분과 주파수 영역의 적응 등화(FEQ)만과 같이 임의로 몇개를 선택한 것의 조합만을 실행하도록 
해도 물론 된다.
    

또한, 본 실시 형태 1에서는, 도 1에 도시된 스플리터(2a, 2b)를 사용한 데이타 통신 장치 및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의
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다음의 도 3에 도시된 실시 형태 2에서 설명하는 가입자측 
및 전화국측 쌍방에 있어서 스플리터리스의 데이타 통신 장치 및 데이타 통신 시스템이나, 가입자측만 스플리터리스의 
데이타 통신 장치 및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 형태 2에서는, 도 1에 
도시된 실시 형태 1의 데이타 통신 장치와는 다르고, 스플리터를 수용한 형식의 ADSL.lite(ITU-T 규격 G.lite 대응
하는 것으로, 이하, G.lite라고 한다)의 데이타 통신 장치를 예로서 설명한다.

    
또한, 이 G.lite의 데이타 통신 시스템은, 일반의 전화 회선 가입자로서는 스플리터의 부착 공사 등이 필요하게 되고, 
ADSL 등의 xDSL 통신 시스템의 도입에 저항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스플리터가 없이 특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 및 전화 서비스의 음성 대역대와 데이타 통신 서비스의 ADSL대 등과의 사이의 노이즈 간섭
이나 ADSL 통신일 때에 전화대에 있어서의 통신에 의한 임피던스의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 ADSL의 전송 스피드는 
느리게 되지만, 인터넷망으로의 액세스에는 당면 1.5 Mbps 정도라면, 사용자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관점에
서, 스플리터리스와, 저속 15Mbps의 통신 스피드를 규격에 포함시켜 제안된 통신 시스템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데이타 통신 시스템 전체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있어서, 
A는 가입자, 3a는 전화선(C)에 의해 음성 대역의 음성 대역 통신을 행하는 전화기, 4a는 전화선(C)에 의해 데이타 통
신을 행하는 컴퓨터 장치, 6a는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Lite 모뎀이다. 또한, B는 전화국, 3
b는 라우터, 4b는 가입자 교환기, 5b는 ATM 장치, 6b는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Lite 모뎀
이다. 또한, C는 동축 케이블 등의 동선으로 된 전화선, N1은 ATM 장치(5b)가 통신하는 인터넷망, N2는 가입자 교환
기(4b)가 통신하기 위한 전화의 공중망이다. 또한, ADSL.Lite 모뎀(6a, 6b) 이외의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실시 형태 
1과 같기 때문에, 동일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에,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가 채용된 ADSL.Lite 모뎀(6a, 6b)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다. 또
한, 이 실시 형태 2의 ADSL.Lite 모뎀(6a, 6b)의 수신기측의 구성은,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가 설치된 것 이외
에는 종래의 ADSL 모뎀과 같고, 또한, 도 2에 도시된 실시 형태 1의 ADSL 모뎀(1a, 1b)의 수신기측의 구성과도 거의 
같기 때문에, 도 4중, 도 2에 도시된 실시 형태 1의 ADSL 모뎀(1a, 1b)의 수신기측의 구성과 같은 것에는, 동일 부호
를 붙여 그 설명은 생략하며, 송신기측의 구성만 새롭게 설명하기로 한다.
    

    
즉, 송신기측의 구성은, 도면에 있어서, 82는 Mux/Sync 제어(Mux/Sync Control), 83, 84는 사이클릭 중복성 검사(
crc), 85, 86은 스크램블·포워드 오류 정정(Scram and FEC), 87은 인터리버(Interleaver), 88은 톤 오더링(Tone 
ordering), 89는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Contellation encoder and gain scalling), 90은 역이산 푸리
에 변환부(IDFT), 91은 출력 직렬/병렬 버퍼, 92는 DA 변환기·아날로그 처리(DAC And Analog Processing)이고, 
수신기측과의 구성과는, TEQ(63), FEQ(66)을 갖고 있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각각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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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3은 전화선(C)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의 온훅시용의 데이타 통신의 사용대역이 1개 또
는 복수 설정된 온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 94는 전화선(C)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의 오프훅시용의 
데이타 통신의 사용대역을 설정하는 오프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이다. 또 이 실시 형태 2에서는, 온훅시용 사용대역 테
이블(93), 오프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94)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온훅시용, 오프훅시용의 데이타 통신의 사용대
역이 1개의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어도 물론 된다. 이 점은, 실시 형태 1의 테이블(75 내지 80)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예를 들면, 가입자(A)측 ADSL.lite 모뎀(6a)이 데이타 통신을 행
하는 경우에 그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컴퓨터 장치(4a)로부터(전화국(B)측의 ADSL.lite 모뎀(6b)의 경우라
면, 라우터(3b)를 통한 ATM 장치(5b) 등으로부터) 이 ADSL.Lite 모뎀(6a)에 입력한 데이타는, Mux/Sync 제어(8
2)에 의해 데이타를 변조, CRC(83, 84)나, 스크램블·포워드 오류 정정(85, 86)에 의해 소정의 처리를 행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인터리버(Interleaver)(87)에 의해 인터리브 처리를 행한다. 여기까지는, 종래의 처리와 동일하다.
    

    
다음에, 톤 오더링(88)은, 이상의 처리가 된 신호를 DMT 변복조 방식의 각 주파수 대역마다의 반송파(서브 채널)로 
된 각 채널에 데이타를 할당한다. 이때, 이 실시 형태 2에서는, 톤 오더링(88)에, 실시 형태 1의 부분에서 설명한 수신
기측의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로부터, 현재 전화 회선(C)이 온훅 상태인지, 오프훅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상태 검
출 신호(81)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톤 오더링(88)은, 그 상태 검출 신호(81)가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
는 온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온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93)에 설정된 사용대역에 기초하여, 예를 들면 후
술하는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여 각 채널에 데이타를 할당하는 한편, 오프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훅시용 사용대역 테이블(94)에 설정된 사용 대역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과는 간섭하지 않는 종래 내지
는 통상의 사용 대역에서 각 채널에 데이타를 할당하도록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톤 오더링(88)은, 데이타 통신의 상대측이 되는 수신측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 온훅 상태와, 오프훅 
상태에서 각 채널로의 데이타를 할당을 바꾸고 있는 것, 또한, 온훅 상태에서의 각 채널에의 데이타 할당 방법이 후술하
는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 있으면, 어떤 할당 방법을 채용하였는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할당 방법 등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통신해야 할 데이타에 추가 내지는 다중화하여 송신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통상의 본 ADSL.lite 모뎀(6a)의 동작과 같고,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89)에 의해, 콘스텔레
이션과 이득을 설정하고, 역이산 푸리에 변환부(IDFT)(90)가 역이산 푸리에 변환을 행하고, 출력 직렬/병렬 버퍼(91)
에 의해 그 병렬 출력을 직렬로 변환하여, DA 변환기·아날로그 처리(92)에 의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하는 동시
에, 그 안의 LPF(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전화선(C)상에 데이타를 송신하고, 전화국(B)측으로 데이타를 보내도록 한
다.

그와 같이 하면, 전화국(B)을 통해, 또는 전화국(B) 및 인터넷망(N1) 등을 통해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컴퓨터 장치 등에 의해 그 데이타를 수신한다. 그리고, 그 컴퓨터 장치의 ADSL 모뎀이나 ADSL.lite 모뎀 등의 수신기
측의 톤 오더링이, 그 데이타중으로부터, 먼저, 데이타 송신측에 있어서의 각 채널로의 데이타를 할당 방법 등을 나타내
는 데이타를 해독하여 사용 채널을 검출하고, 그 사용 채널에 의해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직렬 데이타로 재생하도록 한
다.

도 5a 내지 도 5c에, 각각, 이 실시 형태 2의 온훅시용 사용 대역 테이블(93)에 설정된 데이타 통신일 때의 사용대역의 
구체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5a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 그 음성 대역 통신인 전화 서비스가 행해지는 4kHz의 음성 대
역 부근까지, DMT 변복조 방식의 반송파(서브 캐리어)를 늘린 경우의 반송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4kH
z 내지 320kHz까지의 대역은 상측 채널의 다반송파를 사용하고, 4kHz 내지 1.104 MHz까지의 대역은 하측 채널의 다
반송파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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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는, 데이타 통신일 때의 사용 대역이 넓어지고, 
사용 채널도 넓어지는 동시에,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송로의 감쇠량이 적기 때문에, ADSL 각 전송율에서의 통신 거리를 
늘일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 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리는 것 등이 가능하다.

도 5b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 4kHz의 음성 대역 부근까지 DMT 변복조 방식의 사용 대역
을 시프트(약 26kHz)한 경우의 반송파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 대역의 시프트이기 때문에, DMT 변복조 방식의 반송파(서브 캐리어)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 경우, 
4kHz 내지 294kHz까지의 대역은 상측 채널의 다반송파가 사용하고, 4kHz 내지 1.078 MHz까지의 대역은 하측 채널
의 다반송파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대역의 시프트이기 때문에, DMT 변복조 방식의 반송파(서브 캐리어)는 증가하지 않지만, 
통상,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송로의 감쇠량이 적기 때문에, ADSL 각 전송율에서의 통신거리를 늘일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리는 것 등이 가능하다.

도 5c는 전화 서비스인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 4kHz의 음성 대역까지, DMT 변복조 방식의 
반송파(서브 캐리어)를 증가시킨 경우의 반송파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 5a에 도시된 경우와 같이, 온훅시에는, 데이타 통신일 때의 사용 대역이 넓어지는 동시에,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송로의 감쇠량이 적기 때문에, 도 5a에 도시된 경우보다 더욱 ADSL 각 전송율에서의 통신 거리
를 늘일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리거나 전송 데이타량을 증가시키는 것 등이 가능하다.

단, 도 5c에 도시된 경우에는, 4kHz 이하의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대역의 
반송파로 전송한 신호가 전화기로 수신하였을 때, 온훅시에 음성 대역 통신에서 전송되는 통화 상대 호출을 위한 링 톤 
신호로서 검지될 우려가 있고, 자기측이나 통신 상대측의 전화기를 호출해 버릴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도 5c에 도시된 경우에는 전화기가 링 검출을 행하지 않도록, 링 톤 신호의 주파수인 약 15 내지 20 Hz의 
대역을 제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특성을 갖는 고역 필터를 이 ADSL.Lite 모뎀(6a)의 송신기측의 출력 
수단인, 예를 들면, 출력 직렬/병렬 버퍼(91)나, DA 변환기·아날로그 처리(92)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 서비스인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에, 4 kHz의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더라도, 잘못하여 음성 대역 통신을 행하는 자기측이나 통신 상대측의 전화
기를 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시 형태 2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 의하면, 전화기에 의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온훅시의 
경우에는,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대역 부근까지 반송파(서브 캐리어)를 늘리거나, 음성 대역 부
근까지 데이타 통신의 사용대역을 시프트하거나,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여 서브 캐리어를 늘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송 
데이타량을 늘릴 수 있는 동시에, 반송파의 주파수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전송로인 전화선의 감쇠량이 적어지고, ADS
L 각 전송율에서의 통신 거리를 늘일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 2에서는, 실시 형태 1과는 달리 설명하였지만, 실시 형태 1에 이 실시 형태 2를 추가하도록 구성해
도 물론 된다. 즉, 도 4에 도시된 이 실시 형태 2의 ADSL.Lite 모뎀(6a)의 시간 영역 이퀄라이저(TEQ)(63), 주파수 
영역 이퀄라이저(FEQ)(66), 콘스텔레이션 인코더·이득 스케일링(67)에, 도 2에 도시된 실시 형태 1의 ADSL 모뎀
(1a)과 같이, 각각, 온훅시용 TEQ 테이블(75), 오프훅시용 TEQ 테이블(76), 온훅시용 FEQ 테이블(77), 오프훅시용 
FEQ 테이블(78), 오프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79), 오프훅시용 비트·이득 배분 테이블(80)을 설치하고, 또
한, 각각 온훅·오프훅 검출 회로(61)로부터의 상태 검출 신호(81)가 입력되도록 하여, 실시 형태 1과 같이 구성하도
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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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 1, 2에서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데이타 통신 장치를 ADSL 모뎀(1a, 1b), ADSL.Lite 모뎀(
6a, 6b) 등의 ADSL 통신 방식의 모뎀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ADSL 통신 방식 이
외의 HDSL 통신이나 SDSL 통신 등의 xDSL 통신 등의 모뎀에도 적용 가능하고, 또한, xDSL 이외의 데이타 통신에 
적용 가능하며, 또한, 모뎀 이외의 데이타 통신 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실시 형태 1의 ADSL 모뎀(1a, 1b), 실시 형태 2의 ADSL.Lite 모뎀(6a, 6b)과 접속되는 장치는, 상기 설명과 
같이, 컴퓨터 장치(4a)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AV기기, 가전 기기 등의 모든 디지털 통신 장치나, 이러
한 데이타 통신 장치를 통신 모뎀 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전 기기 등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자 레인지 등의 
조리 장치에, 이와 같은 디지털 통신 장치를 내장시켜,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통신을 행하여, 조리법 등을 나타내는 
화상이나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다운 로드하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거나, 스피커를 통해 음성 안내하도록 한 
가전 기기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
출 결과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특성을 변환하여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
도록 하였기 때문에,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데이타 통신을 행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등화기의 등화 계수, 비트 배분, 이득 배분의 특성
을 변환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서, S/N 비가 개선될 
수 있고, 오류 발생 확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각 전송율에서의 통신 거리를 늘이고 또는, 서비스 영역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리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서는,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음
성 대역 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지 않는 소정의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한편, 음성 대역 비통
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부근이나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여 데이타 통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송 데이타량을 늘릴 수 
있는 동시에, 반송파의 주파수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전송로인 전화선의 감쇠량이 적어지고, 통신 거리를 늘일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내에서의 전송율을 올릴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계되는 데이타 통신 장치는,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 회선을 사용한 xDSL 방식 등의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
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통신 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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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의 등화 계수를 기억한 음성 대역 통신시 계수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의 등화 계수를 기억한 음성 대역 비통신시 계수 테이블
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계수 테이블에 의해 데이타 통신에 의한 수신 신호를 등화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
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계수 테이블에 의해 데이타 통신에 의한 수신 신호를 등화하는 등화
기를 가지고 있고,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 노이즈 제거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비트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
역 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비트 배분을 기억한 음
성 대역 비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비트 배분을 행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
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비트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비트 배분을 행하는 비트 배분기를 가지
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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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 상기 각 채널에의 비트 배분의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이득 배분을 기억한 음성 대
역 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과,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통신할 때의 각 채널의 이득 배분을 기억한 음
성 대역 비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이득 배분을 행하는 한편, 상기 전화선상에서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
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음성 대역 비통신시 이득 배분 테이블에 의해 각 채널에 이득 배분을 행하는 이득 배분기를 가지
고 있고,

음성 대역 통신시와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 상기 각 채널에의 이득 배분의 특성을 변환하여 상기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9.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지 않는 소정의 대역을 사용
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한편,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는 상기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는 음성 대역 부근까지 사용하여 데
이타 통신하는 통신 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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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11.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타 통신을 행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화선상에서 상기 음성 대역 통신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의 검출 출력에 기초하여, 음성 대역 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 통신과 간섭하지 않는 소정의 대역을 사용
하여 데이타 통신하는 한편, 음성 대역 비통신시에는 그 음성 대역까지 사용하고, 또한, 송신측의 경우에만, 음성 대역 
통신의 요구를 수신측에 전하기 위한 링 톤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필터를 가진 통신 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이 이산 멀티톤 변복조 방식의 ADSL 데이타 통신이고,

본 장치가 ADSL 통신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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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c

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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