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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환시스템의 시각 유지보수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교환시스템의 시각 유지보수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 기준시각 결정에 대한 기능의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주기적인 시스템 시각 일치성 점검에 대한 기능의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시각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세서들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기준시각  제공에 대
한 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운용자 요구에 의한 기능중 시스템 시각 조정에 대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운용자 요구에 의한 기능중 휴일 정보 조정에 대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8도는 본 발명의 해당일이 휴일인지를 점검하는 기능의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정합 교환 프로세서                2 : 번호 번역 프로세서

3 :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             4 : 유지보수 프로세서

5 : 맨머신 프로세서                     6 : 망동기 프로세서

7 : 실시간 발생회로                      8 :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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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전자 교환기에서 시스템 시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각의 유지보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  시각  관리  기능은  기준시각  결정시  하드웨어  시각을  읽어  그  값으로  결정하였으며, 
운용중  하드웨어  시각과  내부  시각만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시  시스템  시각을  재결정하지않고 메시
지만 출력하고 운용자가 시스템 시각 변경을 행하지 않는한 계속 내부적인 RTC로만 유지하였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화된  교환  시스템에서  시각 정보
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세서에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시각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시스템  시각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도로서,  운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입출력 제
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5  :  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관리의  주  기능을 수행
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4  :  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1  :  ASP), 번
호 번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2  :  NTP),  시스템의 공통 자원인 스위치 채널 자원
을  분배하고  회수하며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  처리를  수행하는  내부  망  연결 프로세
서(3  :  INP),  망동기  블록(NES)의  동작  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  동기  프로세서(6  : 
NSP),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8  :  MCBA)로부터  2쌍의  32.768KHz와  1.024MHz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 
정보를  월,  일,  요일,  시,  분,  초로  가시화시키는  실시간  발생회로(TDMU)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MMP,  OMP,  ASP,  NTR,  INP는  동작/대기(Active/Standby)로  이중화되어  동작되며,  NSP는  단일로 동작
하며, TDMU는 하드웨어 유니트를 나타낸다.

제2도는  시스템  시각  관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블록도로서,  시스템  시각을  관리하는 시스템시
각  관리부(11  :  SCM),  하드웨어  시각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망동기부(13  :  NES),  상태  메시지 
출력을  제어하는  유지보수데이터  처리부(14  :  MDP),  장애를  관리하는  장애관리부(12  :  FLM), 운용자
에  의한  시스템시각  변경과  휴일  정보  저장에  대한  수행을  제어하는  수행제어부(10  :  EC)로 구성된
다.

제3도는 유지보수 프로세서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시스템 기준시각의 결정을 위한 흐름도이다.

우선  NSP로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  받고(31,  32),  수신된  하드웨어  시각의  월,  일,  시,  분,  초 
값에  대한  최소  최대  범위가  넘는지를  점검하고(33),  범위  초과시는  운용자에게  시스템  기준시각 결
정에  필요한  명령을  입력하여  기준시각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보  메시지를  출력시키며(40), 그렇
지  않은  경우  OMP를  제외한  프로세서들에게  참조시각을  요구하여  받고(34,  35),  하드웨어  시각과 수
신된  참조  시각의  개수만큼  상호  비교하여(36)  3초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시각이  4개  이상이면 하
드웨어  시각으로  시스템  기준시각을  결정하고(37),  결정된  시스템  기준시각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프
로세서에  분배하고(38),  40milisec주기로  생성되는  RTC(Real  Time  Clock)에  의해  유지하며(39), 그
렇지  않은  경우  운용자에게  시스템  기준시각  결정에  필요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보 메시지
를 출력시킨다(40).

제4도는  유지보수  프로세서  자체  시각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2분  주기로  활성화되는 
타이머를  등록하고(41),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  수신한  후(42,  43),  수신된  하드웨어  시각의  월, 
일,  시,  분,  초값에  대한  최소,  최대  범위가  넘는지를  점검하고(44)  범위  초과시는  참조  시각을 요
구하고(46),  시스템  시각과  상기  과정(43)에서  받은  시각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3총  이상  차이 나는
지를  점검하고(45),  3초  이상  차이시  OMP를  제외한  프로세서들에게  참조  시각을  요구하여  수신한 후
(46,  47),  시스템 시각과 수신된 참조 시각 갯 만큼 상호 비교하여(48),  3초  이상 차이나지 않는 시
각이  4개  이상이면  현재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스템  시각으로  하드웨어  시각  조정  요구를 수행
하고(50,  51),  그렇지  않고  상호  다른  경우  하드웨어  시각을  우선으로  시스템  시각을 재결정하고
(49),  시각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세서에  분배해  주며(52),  시각  모드를  결정하여(53),  시각 모드
가 변경되었는지를 점검한 후(54) 변경시 시스템 시각 모드 변경 메시지를 출력한다(55).

제5도는  OMP를  제외한  시각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서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기준시각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NSP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기준시각  요구를  수신한  후(61),  시스템  시각을  요구한 프로
세서로 제공해준다(62).

상기 제5도의 수행은 MMP, INP, NTP, ASP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제6도는  운용자의  요구에  의한  기능의  흐름도로서  운용자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71),  수신된 명령
형태가  시스템  시각  조정  명령인지  휴일  조정명령인지를  판별하고(72),  시각조정인  경우  운용  시각 
변경  기능으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각에  대한  운용을  하드웨어  시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
과(HW),  운용자가  지정해  주는  시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과(SW),  하드웨어  시각을  생성하는 
TDMU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각으로  변경하는  기능으로(SWtoHW)  구분한  후(73),  HW인  경우 
NSP로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79)  수신된  시각을  받아  시각  범위를  점검하고(80,81),  수행결과 
출력  여부를  조사하여(82),  수행결과가  정상인  경우  하드웨어  시각으로  시스템  시각을  조정한  후 
RTC로 유지하고, 처리결과를 출력시키며(84), 비정상인 경우 범위 초과 메시지를 출력시킨다(83).

요구된  명령이  SW인  경우  요구된  시각  정보를  버퍼에  저장하고(85),  시스템  시각  테이블을  조정한 
후  RTC로  유지하며  처리  결과를  출력시키고(86,87),  요구된  명령이  SWtoHW인  경우  시스템  시각 테이
블을  읽고(74),  NSP에게  시스템  시각으로  하드웨어  시각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75),  NSP로부터 처
리  결과를  수신한  후  처리결과의  정상여부를  조사하여(76),  처리결과가  정상이면  처리결과를 출력하
고(77), 비정상인 경우 비정상 처리결과 메시지를 출력시킨다(78).

제7도는  휴일  조정에  관한  것으로  휴일  요금  할인에  필요한  휴일관리  기능은  휴일정보를  저장하는 
것(Add)과  휴일  정보를  출력하는  것(Dis)과  휴일정보를  삭제하는  것(Canc)으로  구분되는  명령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여(90),  요구된  명령이  Add인  경우  요구된  휴일  정보를  저장하고(91),  휴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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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휴일  테이블에  저장하여(92),  저장  결과  여부를  조사한  후(93),  저장결과가  정상이면 처리결과
를  출력하고(94),  비정상인  경우  휴일저장  불가  메시지를  출력시킨다(95).  요구된  명령이  Canc인 경
우  요구된  휴일  삭제  정보를  버퍼에  저장하고(96),  요구된  값이  가변  휴일  테이블에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여(97,98),  존재하면  읽은  휴일값을  버퍼에  저장하여(99),  가변  휴일  테이블에서  삭제시킨  후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100),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  불가  메시지를  출력시킨다(101).  요구된  명령이 
Dis인 경우 휴일정보를 가변휴일 테이블에서 읽어내어 처리결과를 출력시킨다(102,103,104).

제8도는  휴일  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금일이  휴일인지를  점검하는  기능으로  유지보수  프로세서의 시
동  또는  재시동시  기준시각  결정  후  매일  0시에  휴일  점검  루틴을  활성화시켜주는  타이머를 등록하
고(110),  현재의  월,  일을  시각  테이블로부터  읽어서  일요일인지를  점검한  후(111,  112),  일요일이 
아닐 경우 국경일 및  매년 고정된 휴일들을 저장해 놓은 고정휴일 테이블에 현재의 월,  일이 존재하
는지를  점검하고(113),  고정휴일이  아닐  경우  임시휴일  및  구정과  같이  매년  고정되지  않는  휴일 정
보를  제7도의  과정에  의해  저장해  놓은  가변  휴일  테이블에  현재일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며(114), 
상기(112),  (113),  (114)의  과정에서  공휴일로  판정되면  휴일저장  버퍼에  휴일  정보를 저장한다
(11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주기적인  시스템  시각  일치성  점검  및  시스템  시각  관리시 참조되
는 시각에 대해 최대,  최소 범위를 점검하여 신뢰성 있는 시각만을 참조하며 시각 정보에 대한 자체 
검사를  수행하므로  분산  제어식  전전자  교환기  시스템의  시각  관리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정확한 과금이 수행될 수 있고 휴일 요금 할인 실시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출력  제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  관리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ASP),  번호 번
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NTP),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처리를 수행
하는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INP),  망동기  블록의  동작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동기 프
로세서(NSP),  및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MCBA)로부터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정보를  가시화시키는 실
시간  발생회로(TDMU)를  구비하고  있는  교환기  내의  시각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망동기 프로세
서(NSP)로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  받는  제1단계,  수신된  하드웨어  시각에  대한  최소  최대  범위가 
넘는지를  점검하고  범위  초과시는  운용자에게  기준시각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보  메시지를 출력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기  유지보수  프로세서(OMP)를  제외한  프로세서들에게  참조시각을 요구하
여  받는  제2단계,  및  하드웨어  시각과  수신된  참조시각의  개수  만큼  상호  비교하여  소정시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시각이  소정  개수  이상이면  하드웨어  시각으로  시스템  기준시각을  결정하고,  소정 
개수  이하인  경우  운용자에게  시스템  기준시각  결정에  필요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보 메시
지를  출력시키는  제3단계로  구성되어  상기  유지보수  프로세서(OMP)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시스템 기
준시각을 결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의  상기  소정  시간은  3초로  하고,  상기  소정  개수는  4개로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3 

입출력  제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  관리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ASP),  번호 번
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NTP),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  처리를 수
행하는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INP),  망동기  블록의  동작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동기 
프로세서(NSP),  및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MCBA)로부터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  정보를  가시화시키는 
실시간  발생회로(TDMU)를  구비하고  있는  교환기  내의  시각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  주기로 활성
화되는  타이머를  등록하고,  상기  망동기  프로세서(NSP)로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  수신하는 제1단
계,  시스템  시각과  상기  제1단계에서  받은  시각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소정시간   이상  차이 나는지
를  점검하는  제2단계,  소정시간  이상  차이시  상기  유지보수  프로세서(OMP)를  제외한  프로세서들에게 
참조시각을  요구하여  수신한  후  시스템  시각과  수신된  참조시각  갯수  만큼  상호  비교하여  상기 소정
시간  이상  차이나지  않는  시각이  소정  개수  이상이면  현재시각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스템  시각으로 
하드웨어  시각  조정요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상호  다른  경우  하드웨어  시각을  우선으로  시스템 
시각을  재결정하는  제3단계,  및  시각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세서들에게  분배해  주는  제4단계로 구
성되어  상기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자체  시각의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의  소정  주기는  2분  주기로  하고,  상기  제2단계의  소정  시간은 3초로
하며, 상기 제3단계의 소정 개수는 4개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5 

입출력  제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  관리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ASP),  번호 번
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NTP),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  처리를 수
행하는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INP),  망동기  블록의  동작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동기 
프로세서(NSP),  및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MCBA)로부터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  정보를  가시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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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발생회로(TDMU)를  구비하고  있는  교환기  내의  시각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운용자로부터 명
령을  수신하여  수신된  명령  형태가  시스템  시각  조정  명령인지  휴일조정  명령인지를  판별하는 제1단
계,  시각조정인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각에  대한  운용을  하드웨어  시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1기능과  운용자가  지정해  주는  시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2기능과  하드웨어  시각을  생성하는 상
기  실시간  발생회로(TDMU)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각으로  변경하는  제3기능으로  구분하는 
제2단계,  및  제1기능인  경우  상기  망동기  프로세서(NSP)로  하드웨어  시각을  요구하여  수신된  시각을 
받아  시각  범위를  점검하여  처리하고,  제2기능인  경우  요구된  시각  정보를  버퍼에  저장하고  시스템 
시각  테이블을  조정한  RTC로  유지하며  처리결과를  출력시키고,  제3기능인  경우  시스템  시각 테이블
을  읽고  상기  망동기  프로세서(NSP)에게  시스템  시각으로  하드웨어  시각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상
기  망동기  프로세서(NSP)로부터  처리결과를  수신한  후  처리결과의  정상  여부를  조사하여  출력하는 
제3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용자의 요구에 의한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6 

입출력  제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  관리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ASP),  번호 번
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NTP),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  처리를 수
행하는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INP),  망동기  블록의  동작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동기 
프로세서(NSP),  및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MCBA)로부터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  정보를  가시화시키는 
실시간  발생회로(TDMU)를  구비하고  있는  교환기  내의  시각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휴일  정보를 저장
하는  제1명령,  휴일정보를  출력하는  제2명령과  휴일정보를  삭제하는  제3명령으로  구분되는  명령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제1단계,  및  제1명령인  경우  요구된  휴일정보를  저장하고  휴일정보를  가변 휴
일  테이블에  저장하고  저장  결과가  정상이면  처리결과를  출력하고  제3명령인  경우  요구된  휴일  삭제 
정보를  버퍼에  저장하고  요구된  값이  가변  휴일  테이블에  존재하는  지를  점검하여  존재하면  가변 휴
일  테이블에서  삭제시킨  후  처리결과를  출력하며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  불가  메시지를  출력시키는 
제2단계로 구성되어 휴일조정을 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청구항 7 

입출력  제어를  수행하는  맨머신  프로세서(MMP),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시스템  시각  관리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서(OMP),  가입자  및  통화로를  제어하는  정합  교환  프로세서(ASP),  번호 번
역  및  루팅을  수행하는  번호  번역  프로세서(NTP),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애  검출  및  복구  처리를 수
행하는  내부망  연결  프로세서(INP),  망동기  블록의  동작제어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망동기 
프로세서(NSP),  및  마스터  클럭  버퍼  보드(MCBA)로부터  클럭을  수신하여  시각  정보를  가시화시키는 
실시간  발생회로(TDMU)를  구비하고  있는  교환기  내의  시각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유지보수 프
로세서(OMP)의  시동  또는  재시동시  기준시각  결정  후  매일  0시에  휴일  점검  루틴을  활성화시켜  주는 
타이머를  등록하는  제1단계,  현재의  월,  일을  시각  테이블로부터  읽어서  일요일인지를  점검하는 제2
단계,  국경일  및  매년  고정된  휴일들을  저장해  놓은  고정휴일  테이블에  현재의  월,  일이 존재하는지
를  점검하는  제3단계,  임시휴일과  같이  매년  고정되지  않는  휴일  정보를  저장해  놓은  가변  휴일 테
이블에  현재일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2,  3,  4단계에서  공휴일로  판정되면 휴
일저장  버퍼에  휴일정보를  저장하는  제5단계로  구성되어  휴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각 유지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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