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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음성출력을 위한 음성출력장치, 음성입력을 위한 음성수신장치, 서로 다른 차량보완시스템 데이터를 각각

의 패킷 데이터로 어셈블 하거나 패킷 데이터를 해당 차량보완시스템 데이터로 디스어셈블하여 주는 패킷 어셈블러/

디스어셈블러 장치, 데이터를 함유하는 음성신호를 먼 거리까지 전송하거나 먼 거리로부터 전송 받는데 사용되는 GS

M 모듈, 패킷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modulating)한 후 이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음성 수신장치로부터 얻

어진 음성신호에 부가하여 GSM 모듈을 통해 먼 거리까지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송파 변조회로(carrier wave modulator), 및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를 복조(demodulating) 하여 패킷 데이터와 음

성신호로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복조회로(demodulator circuit)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패킷, 어셈블러, 디스어셈블러, GSM 모듈, 반송파 변조회로 (carrier wave modulator), 복조회로(demodulator circ

ui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GSM 모듈의 음성신호 송신 및 수신 동작을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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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종래의 GSM 모듈의 데이터신호 송신 및 수신 동작을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 통화 시스템의 시스템 블록선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 통화 시스템의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 전송동작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 통화 시스템의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 수신동작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호에 관한 간단한 설명 *

1 : 반송파 변조/복조회로 2 : 음성수신장치

3 : GSM 모듈 31 : GSM 모듈

32 : GSM 모듈 4 : 패킷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5 : 차량보완시스템 50 : 데이터 전송로

6 : 음성출력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통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차량 통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제1도는 종래의 GSM 모듈(31)의 음성신호 송신 및 수신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음성신호는 GSM 모듈(31)을 통하여 

전송되고 수신된다. 제2도는 종래의 GSM 모듈(32)의 데이터신호 송신 및 수신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신호는

GSM 모듈(32)을 통하여 전송되고 수신된다. 종래의 GSM 모듈 (31)은 데이터 신호뿐 아니라 음성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데 사용되지만 음성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가 없고, 따라서, 데이터 신호를 전송

하거나 수신하는 동안에는 GSM 모듈 (31)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 음성신호를 전송하

거나 수신하는 동안에는 GSM 모듈 (31)을 통해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음성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음성신호 와 데이터신호 각각을 전송키 위한 두 개의 전화통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량통화시스템의 제공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통화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음성에 데이터를 부가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함유하는 음성신호를 GSM 모듈에 의해 원격지까

지 송신하고, GSM 모듈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각각 패킷 데이터와 음성으로 복조하는 차량통화시스

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하기 설명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모두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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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차량통화시스템은 외부 음성신호를 수신하는 음성수신장치;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한 후, 상기한 

음성수신장치로부터 얻어진 음성신호에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부가하여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만드는 반송파 변

조회로(carrier wave modulator circuit); 상기한 반송파 변조회로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무선으

로 원격지로 전송하고, 원격지로부터 데이터함 유 음성신호를 수신하는 데 쓰이는 GSM 모듈; 음성 출력 장치; 및 상

기한 GSM 모듈로부터 수신된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복조하고(demodulating), 음성출력장치를 통해 출력 가능한 

음성신호와 데이터로 분리하는데 쓰이는 복조회로(demodulator circuit)로 구성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차량 통화 시스템은, 제3도의 기능 블록 선도에서 도시되고 있는 것처럼, 음성수신장치(2), 반송파 변

조회로(11), 복조회로(12), 음성 출력 장치(6), GSM 모듈(3),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 차량보완 시스템(

5)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송파 변조회로(11)와 복조회로(12)는 반송파 변조/복조 모듈(1)을 구성하여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전송로(50)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와 차량 보완 시스템(

5)의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음성수신장치(2)는 외부 음성신호를 수신하는데 쓰이는 마이크로폰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차량 보완 시스템(5)의

입력 및 출력은 데이터 형식이다. 차량 보완 시스템(5)은, 예를 들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시스템(51), 

차량항법(auto-navigation)시스템(52), 도난방지(burglar alarm)시스템(53),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시스

템(54)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차량 보완 시스템(5)은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몇몇의 차량 보완 시스템

(5)은 동시에 운용될 수도 있다. 모든 차량 보완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로(50)를 통해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

치(4)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는 수신된 데이터를 어셈블하거나

디스어셈블한다. 반송파 변조 회로(11)는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로부터 조합된 데이터와 음성수신장치

(2)로부터 음성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한 후, 음성신호에 아날로그 신호를 부가하여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GSM 모듈(3)은 반송파 변조회로(11)로부터 얻어진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무선으로 원격지로 송신하게 되고, 원격지로부터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복조회로(12)는 GSM 모듈(

3)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를 복조 하여 데이터가 음성신호로부터 분리되게 한 후, 데이터를 다스어셈블

하기 위해 곧바로 데이터를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로 보낸다.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는 

복조회로(12)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디스어셈블하며, 그런 후에 분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전송로(50)를 통해 차량 보

완 시스템(5)으로 전송한다. 음성출력장치(6)에는, 예컨대, 복조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데 쓰이는 스피커를 쓸 수 있

다.

제4도는 차량통화시스템이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전송하는 동작을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데이터와 음성신호를 

원격지로 송신하고자 할 때와 PDA 시스템(54) 및 차량 항법 시스템(52)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DA 시스템(54) 및 차량 항법 시스템(52)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는 데이터 전송로(50)

를 통해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로 전송되고, 그런 후에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가 상기 두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어셈 블하며(단계 301), 그리고 상기 패킷 데이터를 반송파 변조/복조 모듈(1)의 반송파 변조

회로(11)로 전송한다. 반송파 변조/복조 모듈(1)의 반송파 변조 회로(11)는 곧바로 패킷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며, 음성수신장치(2)로부터 수신된 음성신호에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부가하여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만들게

되고(단계 302),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는 GSM 모듈(3)을 통해 원격지로 송신된다(단계 303).

제5도는 차량 통화 시스템이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수신하는 동작을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GSM 모듈(3)을 통해 

원격지로부터 데이터 함유 음성신호를 수신하게 되면(단계 304), GSM 모듈(3)은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패킷 데이

터와 음성신호로 복조 해주는 반송파 변조/복조 모듈(1)의 반송파 복조회로(12)로 상기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전송

한다(단계 305). 분별된 음성신호는 음성출력장치(6)를 통하여 출력되고 (단계 306), 분별된 패킷 데이터는 패킷 데

이터를 디스어셈블하고, 데이터의 칼럼값(column value)과 고유 비트(particular bit)에 종속되는 디스어셈블된 데이

터로 분류하는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4)로 전송되어(단계 307), 차량항법장치(52)에는 차량항법정보를 

제공하고, PDA 시스템에는 증권시장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준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각의 차량보완시스템의 데이터를 해당 패킷 데이터로 어셈블하거나 복조된 패킷

데이터를 해당 차량보완시스템 데이터로 디스어셈블하는 데 사용되는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송신/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GSM 모듈, 패킷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 고 음성신호에 변조된 아

날로그 신호를 부가함으로써 GSM 모듈에 의해 원격지까지 송신될 수 있는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만드는 반송파 변

조회로, 및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복조한 후 패킷 데이터와 음성신호로 분별하는 복조회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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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차량 통화 시스템은, 종래의 GSM 모듈이 음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개별적으로는 송/수신할 수 있으나 음

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음성에 데이터를 부가하여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함유하는 음성신호를 GSM 모듈에 의해 원격지까지 송신하고, GSM 모듈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각각

패킷 데이터와 음성으로 복조(demodulate)함으로써 음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갖

는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음성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수신장치;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고, 상기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상기 음성수신장치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에 부

가하여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형성하기 위한 반송파 변조회로;

상기 반송파 변조회로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무선으로 원격지까지 전송하고, 원격지로부터 또 다른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모듈;

음성출력장치; 및

상기 GSM 모듈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함유 음성신호를 복조하고, 상기 음성출력장치를 통해 출력될 수 있는 음성신

호와 데이터로 분별하는 데 쓰이는 복조회로;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파 변조회로에 의해 변조된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어셈블(assemble)하고, 상기 GSM 모

듈에 의해 수신되어 상기 복조회로에 의해 출력된 패킷 데이터를 데이터로 디스어셈블(disassemble)하는 데 쓰이는 

패킷 어셈블러/디스어셈블러 장치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들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 전송로(data bus)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각각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차량 보완 시스템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차량 보완 시스템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차량 보완 시스템은 차량 항법(auto-navigation)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차량 보완 시스템은 도난방지(burglar alarm)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차량 보완 시스템은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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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차량통화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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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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