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et> DSP 그룹, 혁신적 Cordless VoIP 칩, 2005 CES 서 공개  
    
     (산타클라라<미 캘리포니아주> AsiaNet=연합뉴스) 가정 무선접속용 칩셋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기업 DSP 그룹(DSP Group, Inc.) (나스닥:  
DSPG)은 1 월 6-9 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2005 국제  
CES 에서 혁신적인 Cordless Voice Over IP (VoIP) 칩을 18 일 공개했다.   
 
     혁신적인 최신 Cordless IP (CoIP) -- 이 칩은 VoIP, 기존방식의 전화, Digital  
Cordless 기능성을 하나의 실리콘 칩에 통합한 제품이다.  CoIP 칩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도 많은 VoIP 회선을 가진 Digital Cordless 멀티 핸드셋 어플리케이션과  
기존방식 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급속히 증가하는 VoIP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정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DSP 그룹의 빅터 코레츠키 마케팅판매담당 부사장은 "이처럼 독보적이고 탁월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당사는 기존의 전화시장은 물론 신흥 VoIP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DSP 그룹은 광대역과 무선을 이용한  
가정용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복합공간과 관련된 시장에서 혁신 실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또한 당사의 2.4GHz, 5.8GHz 및 새로운 DECT 1.9GHz 칩셋 등  
여러 가지 첨단 특징과 능력들을 가진 유명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Cordless  
전화용 소자들을 이용하고 개선하는데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SP 그룹에 대한 설명 
     DSP 그룹 (DSP Group, Inc.)은 무설비 반도체제조회사로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첨단 칩셋 솔루션을 제공한다.  DSP 그룹은 단거리 무선통신 시장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서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위한 홈네트워킹 통합을 가능케 해준다.   
자체 디지털 신호처리장치 (DSP) 기술들, DECT, Bluetooth 및 WiFi 등 무선통신  
프로토콜 포트폴리오, 최첨단 무선주파수 CMOS 및 SiGe 는 물론 VoIP IC 도 통합하는  
DSP 그룹은 광범위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업이자 원스톱 숍  
역할을 한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ISM 밴드 디지털 900MHz, 2.4GHz, 5.8GHz 전화,  
유럽식 DECT(1.9GHz) 전화, 음성, 데이터 및 영상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및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등에 널리 구축되고 있다.  DSP 그룹의 IC 는 MP3 플레이어, VoIP  
전화, 게이트웨이, IAD (Integrated Access Devices)용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음성 녹음기(DVR)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DSP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spg.com 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victor@dsp.co.il 을 통해 DSP 그룹 판매담당 l 부사장과  
접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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