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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일반적인 커먼 컨트롤 수단의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 커먼 컨트롤 수단의 스위칭 고정을 나타내는 설명도.

제 3 도는 망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에서 수신하여 
로칼 컨트롤 테스크로 전송하는 순서도.

제 4 도는 액티비티 스위치 명령을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가 수신하여 처리하는 순서도.

제 5 도는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에서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처리하는 순서
도.

제 6 도는 주기적으로 커먼 컨트롤 수단의 모드를 체크하는 순서도.

제 7 도는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수행하던 동작상태를 모아서 데이타 베이스에 갱신하는 순서도
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제 1 커먼 컨트롤 수단 2 : 제 2 커먼 컨트롤 수단

3 : 제 1 감시 처리기4 : 제 2 감시 처리기

5,50 : 퍼포먼스 모니터6 : 메인티넌스 리드 아웃 모니터

7 : 콜 레코드 저널 모니터 10 :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

20 :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  11,23 : 로칼 컨트롤 테스크

12,21 : 모니터 테스크13,22 : 구성 컨트롤 테스크

30,40 : 감시 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커먼 컨트롤(common control) 중복(redundancy) 스위치(switch)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저속 데
이타 위성 통신 시스템(Very Small Aperture Terminal System : 이하 VSAT이라 칭한다)에서 망(network)
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커먼 컨트롤 수단에 중대한 에러(error)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 카드(spare car
d)로 바꾸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종전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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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커먼 컨트롤의 구성 블럭도는 제 1 도와 같다.

즉, 저속 데이타 위성 통신 시스템(VSAT)의 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제 1 커먼 컨트롤 수단(1) 및 제 2 
커먼 컨트롤 수단(2)과 ; 양 방향 포트 램(dual-ported ram) 방식으로 망관리시스템(NMS) 및 커먼 컨트롤 
수단(1,2)과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 감시기 버스의 중재를 맡으며, 또한 감시처리기 버스를 통한 비트동기
카드(bit synchronous card : BS)의 통신을 직접메모리억세스(Direct Memory Access : DMA)방식을 이용하
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1 감시 처리기(3) 및 제 2 감시 처리기(4)와 ;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칭을 위하
여 현재 액티브되어 있는 커먼 컨트롤 수단 및 감시 처리기 버스(BUS)를 연결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퍼
포먼스 모니터(performance monitor)(5)와 ; 디버그(debug)용 메세지를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모니터인 메
인티넌스 리드 아웃(maintenance read out : MRO) 모니터(6) 및 콜 레코드 저널(call record journal : 
CRJ)모니터(7)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2커먼 컨트롤 수단(1,2)은 셀프(shelf)상에 미리 결정되어, 망관리시스템(NMS)에서 구성된 
데이타 베이스 및 프로토콜(protocal)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중심국의 모든 보드와 단말국들에 대한 
초기화, 용상태 모니터링 등의 총체적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커먼 컨트롤 수단(1,2)에는 상업용 
운영 체제인 멀티 타스킹 운영 체제(multi-tasking operating system : MTOS) 커널(kernel) 및 커먼 컨트
롤 수단(1,2) 소프트웨어가 운용되며, 총 2[Mbyte]의 페이지 메모리(paged memory pool)가 주어져 망관리
시스템(NMS)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와 데이타 베이스를 관리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커먼 컨트롤 수단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시스템이 동작하지 못하게 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전체시스템 또는 회로가 일부의 시스템 또는 회로의 고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상동작을 계
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여분의 시스템 또는 회로를 구성하여 스위칭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또는 회로가 정상동작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의 한 일례로 미국 특허 제5,196,734호
에 공지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이폴라집적회로(Bipolar Intergrated Circuit)에서 싱글 이벤트 
업셋(Single Event Upset : SEU)이 방사유도된 전하(radiation-induced charge)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캐스코드 전류스위치 래치(Cascode Current Switch latch)에 두개의 트랜지스터를 연결하여 스위칭동
작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집적회로의 분야에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점점 더 감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탈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저속데이타 위성통신시스템에는 이를 적용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커먼 컨트롤 수단에 에러가 발생하였을때 전체 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러가 발생한 부분의 카드를 예비 카드로 교체하여 종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즉, 망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커먼 컨트롤 수단에 에러가 생겼을때 곧바로 에러가 발생한 커먼 컨트롤 수
단을 새로운 커먼 컨트롤 수단에 연결(교체)시켜 정상적으로 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칭을 수행케함에 있어서,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가 망관리시스템(NMS)의 스위치 메세지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로부터 수신하는 제 1 단계와 ; 상기 액티브 컨트롤 테스크에 의한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한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수단에서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하여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액티브 로칼 컨트
롤 테스크로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에서 수정해야할 메이져(major) 에러상태
에 대한 정보를 감시 처리기로 전송하여 퍼포먼스 모니터에서 스위칭동작을 하도록 하는 제 3 단계와 ; 
커먼 컨트롤수단의 모니터 테스크가 1/2초 간격으로 퍼포먼스 모니터의 접속기(interface) 부분을 계속 
읽어보고 그 값으로 현재 커먼 컨트롤 수단이 액티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여 인액티브상태가 액티브상태
로  되면  망관리시스템(NMS)으로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수단의  모니터  테스크가  스위치  결과(switch 
result)를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이 액티브상태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가 구
성 컨트롤 테스크로 액티브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제 5 단계와 ;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이 인액티브상
태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가 구성 컨트롤 테스크로 인액티브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제 6 단계와 ; 액티브
상태로 바뀐 커먼 컨트롤 수단의 구성 컨트롤 테스크가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수행하던 동작상태
(AA)를 일일이 체크하여 자기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에 새롭게 갱신(update)시키는 제 7 단계로 순차
동작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도는 본 발명의 커먼 컨트롤 수단의 스위칭(switching) 과정을 나타내는 설명도로서, 저속 데이타 
위성 통신 시스템(VSAT)의 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액티브(active)  커먼 컨트롤 수단(10)  및 인액티브
(inactive) 커먼 컨트롤 수단(20)과 ; 양 방향 포트 램(dual-ported ram) 방식으로 망관리시스템(NMS) 및 
커먼 컨트롤 수단(10,20)과 정보를 교환하여 감시 처리기 버스의 중재를 맡는 감시 처리기(30,40)와 ; 커
먼 컨트롤 중복 스위칭을 위하여 현재 액티브되어 있는 커먼 컨트롤 수단과 감시 처리기 버스를 연결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퍼포먼스 모니터(50)로 구성되며, 상기 액티브(active) 커먼 컨트롤 수단(10)과 인액
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은  로칼  컨트롤  테스크(11,23)와  ;  모니터(12,21)  및  구성  컨트롤 테스크
(13,22)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의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
(11)가 망관리시스템(NMS)의 스위치 메세지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부터 수신하는 제1단계(A1)와 ; 
상기 액티브 컨트롤 테스크(11)에 의한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한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에서 스위
치 메세지를 수신하여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제 2 단
계(A2)와 ;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에서 수정해야할 메이져(major)에러상태에 대한 정보를 감시 
처리기(30)로 전송하여 퍼포먼스 모니터(50)에서 스위칭동작을 하도록 하는 제 3 단계(A3)와 ; 커먼 컨트
롤 수단(10,20)의 모니터 테스크(12,21)가 1/2초 간격으로 퍼포먼스 모니터(50)의 접속기(interface) 부
분을 계속 읽어보고 그 값으로 현재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이 액티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여 인액티브
상태가 액티브상태로 되면 망관리시스템(NMS)으로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의 모니터 테스크(21)가 
스위치 결과(switch result)를 전송하는 제 4 단계(A4)와 ;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이 액티브상태
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21)가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액티브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제 5 단계(A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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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인액티브상태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12)가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 
인액티브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제 6 단계(A6)와 ; 액티브상태로 바뀐 커먼 컨트롤 수단(20)의 구성 컨
트롤 테스크(22)가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일일이 체크하여 자기의 데이
타베이스(database)에 새롭게 갱신(update)시키는 제 7 단계(A7)로 순차동작한다.

제 3 도는 상기 제 2 도의 제 1 단계(A1)에서 망관리시스템(NMS)으로부터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구성 컨트롤 테스크(13)에서 수신하여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
도로서, 망관리시스템(NMS)에서 액티비티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구성 컨트롤 테스크(13)에서 수신하여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세지인가를 확인하는 제 1 단계(B1)와 ;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
세지이면 스위치 메세지를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제 2 단계(B2)와 ; 제 1 단계(B1)에서 스
위치 메세지가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세지가 아니면 컴포넌트(Component) 스위치 처리루틴으로 
점프시키는 제 3 단계(B3)로 순차동작한다.

제 4 도는 상기 제 2 도의 제 2 단계(A2)에서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가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하
여 처리하는 순서도로서,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룰 테스크(11)에서 수신하여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로 전송하는 제 1 단계(C1)와 ; 상기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한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
스크(23)에서 처리하는 제 2 단계(C2)와 ; 상기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제 3 단계(C3)로 순차동작한다.

제 5 도는 상기 제 2 도의 제 3 단계(A3)에서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커먼 컨트롤 스위치 응답메
세지를 처리하는 순서도로서,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로부터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가 수신하여 퍼포먼스 모니터(50)로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
단(20)이 하드웨어적 알람(alarm)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감시 처리기(30)를 통해 알리는 단계(D1)로 동작
한다.

여기서 상기 제 3 도에서 5도까지의 동작은 망이 정상동작을 하고 있을때 수행된다.

제 6 도는 제 2 도의 4단계로부터 6단계까지(A4~A6)를 상세 설명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커먼 컨트롤 수단
의 모드를 체크하는 순서도이다.

퍼포먼스 모니터(50)에서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모드를 체크하여 모드가 바뀌지 않았다면 하드웨어
적 알람(alarm)상태를 점검한 후에 정상동작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제 1 단계(E1)와 ; 커먼 컨트롤 수
단(10,20)의 모드가 바뀌었다면 현재 바뀐 모드가 액티브상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액티브상태가 아니
면 모니터 테스크(12)에서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인액티브모드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제 2 단계(E2)와 ; 바뀐 모드가 액티브상태라면 모니터 테스크(21)에서 스위치 결과를 망관리시스
템(NMS)으로 전송하면서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
(AA)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전송하는 제 3 단계(E3)로 상기 동작들을 반복 수행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커
먼 컨트롤 자동 스위치(common control automatic switch) 동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모니터 테스크
(12,21)는 계속적으로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기능(operational)노드를 주시하는데, 그것은 퍼포먼스 
모니터(50)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때, 만일 기능노드(operational node)가 인액티브에서 액티브로 바뀌면 
모니터 테스크(12,21)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즉, 데이타 접속 장비(data interface equipment : DIECC)에 스위치오버(switchover)가 발생하였음을 알
리는 액티브 스위치 결과 메세지(Activity Switch Result Message)를 만들어서 망관리시스템(NMS)으로 전
송하고,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전송한 후 수집하도록 처리한다. 그리고, 기능모드가 액티브에서 인택티브로 바뀌는 경우는 구
성 컨트롤 테스크(13)로 인액티브모드 상태임을 알리도록 처리한다.

제 7 도는 제 2 도의 7단계(A7)에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모아서 
데이타베이스에 갱신하는 순서도로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모아
야 하는 상황, 즉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모드가 바뀌면 상기 동작상태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모니터 
데스크(21)로부터 구성 컨트롤 테스크(22)에서 수신하는 제 1 단계(F1)와 ;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
(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에 대한 정보를 수집형태로 바꿔 모든 터미네이터 카드(terminater card : 
TC)와 단말기의 노드들에 대한 상태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22)에서 모으는 제 2 단계(F2)와 ; 시퀀스 스
테터스(sequence status : SEQ-STATUS) 메세지에 따른 일련의 실행 루틴을 수행시키는 제 3 단계(F3)로 
순차동작한다. 여기서 수행되는 동작은 망이 정상동작을 수행하고 있을때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저속 데이타 위성 통신 시스템(VSAT)에서 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커먼 컨트롤 수
단에 중대한 에러(error)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 카드(spare card)를 이용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가 망관리시스템(NMS)에서 스위치 메세지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부터 수신하
면,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local control tesk)(11)는 먼저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이 스위
치오버(switchover)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만일 스위칭을 할 수 없으면, 스위치오버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액티비티 스위치 결과 메세지(activity-switch-result message)에 저장하여 망관리시
스템(NMS)으로 전송하고, 스위치오버가 가능하면 스위치 메세지를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로 전
송한다.

이때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이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하면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은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고, 상기 로칼 컨트
롤 테스크(11)가 상기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수신하면 퍼포먼스 모니터(50)에 하드웨어적 
알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스위치오버 루틴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인액티브에서 액티브로 바뀌는 
경우는 데이타 접속 장비의 스위치오버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액티브 스위치 결과 메세지를 만들어서 망관
리시스템(NMS)으로 전송하고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수행하던 동작상태
(AA)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수집하도록 처리하며, 액티브에서 인액티브로 바뀌는 경우는 구성 컨
트롤 테스크(13)로 인액티브 모드 상태임을 알리도록 처리한다.

상기 하드웨어적 알람은 퍼포먼스 모니터(50)로 하여금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모드를 액티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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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변경하게 하며 변경된 모드는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의 모니터 테스크(21)에 의해 검출되어
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커먼 컨트롤 수단에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
적으로 에러가 발생한 부분의 카드를 예비 카드로 교체하여 기능을 종전과 같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에
러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시 낭비되는 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가 망관리시스템(NMS)의 스위치 메세지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부터 
수신하는 제 1 단계(A1)와 ; 상기 액티브 컨트롤 테스크(11)에 의한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한 인액티브 커
먼 컨트롤 수단(20)에서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하여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
스크(11)로 전송하는 제 2 단계(A2)와 ;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에서 수정해야할 메어져(major)에
러상태에 대한 정보를 감시 처리기(30)로 전송하여 퍼포먼스 모니터(50)에서 스위칭 동작을 하도록 하는 
제 3 단계(A3)와 ;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모니터 테스크(12,21)가 1/2초 간격으로 퍼포먼스 모니터
(50)의 접속기(interface) 부분을 계속 읽어보고 그 값으로 현재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이 액티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여 인액티브상태가 액티브상태로 되면 망관리시스템(NMS)으로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
(20)의 모니터 테스크(21)가 스위치 결과(switch result)를 전송하는 제 4 단계(A4)와 ; 인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20)이 액티브상태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21)가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액티브로 바뀌었음
을 알려주는 제 5 단계(A5)와 ; 액티브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인액티브상태로 되면 모니터 테스크(12)
가 구성 컨트롤 테스크(13)로 인액티브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제 6 단계(A6)와 ; 액티브상태로 바뀐 커
먼 컨트롤 수단(20)의 구성 컨트롤 테스크(22)가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일일이 체크하여 자기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에 새롭게 갱신(update)시키는 제 7 단계(A7)로 순차동작
함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A1)는 망관리시스템(NMS)에서 액티비티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구성 
컨트롤 테스크(13)에서 수신하여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세지인가를 확인하는 단계(B1)와 ;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세지이면 스위치 메세지를 로칼 컨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단계(B2)와 ; 
스위치 메세지가 커먼 컨트롤 수단(10)에 대한 메세지가 아니면 컴포넌트(Component) 스위치 처리루틴으
로 점프시키는 단계(B3)로 순차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A2)는 스위치 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에서 수신하여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로 전송하는 단계(C1)와 ; 상기 스위치 메세지를 수신한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에서 처리하는 단계(C2)와 ; 상기 스위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
트롤 테스크(11)로 전송하는 단계(C3)로 순차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A3)는 인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23)로부터 커먼 컨트롤 스위치 메
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액티브 로칼 컨트롤 테스크(11)가 수신하여 퍼포먼스 모니터(50)로 액티브 커
먼 컨트롤 수단(20)이 하드웨어적 알람(alarm)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감시 처리기(30)를 통해 알리는 단계
(D1)로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제 6 단계(A4~A6)는 퍼포먼스 모니터(50)에서 커먼 컨트롤 수단
(10,20)의 모드를 체크하여 모드가 바뀌지 않았다면 하드웨어적 알람(alarm)상태를 점검한 후에 정상동작
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E1)와 ;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모드가 바뀌었다면 현재 바뀐 모드가 
액티브상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액티브상태가 아니면 모니터 테스크(12)에서 구성 컨트롤 테스크(13)
로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인액티브모드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단계(E2)와 ; 바뀐 모드가 액티브상태라면 
모니터 테스크(21)에서 스위치 결과를 망관리시스템(NMS)으로 전송하면서 구성 컨트롤 테스크(22)로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E3)로 상기 동
작들을 반복 수행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 단계(A7)는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를 모
아야 하는 상황, 즉 커먼 컨트롤 수단(10,20)의 모드가 바뀌면 상기 동작상태를 모으라는 메세지를 모니
터 테스크(21)로부터 구성 컨트롤 테스크(22)에서 수신하는 단계(F1)와 ;  망에 대해 커먼 컨트롤 수단
(10)이 수행하던 동작상태(AA)에 대한 정보를 수집형태로 바꿔 모든 터미네이터 카드(terminator card : 
TC)와 단말기의 노드들에 대한 상태를 구성 컨트롤 테스크(22)에서 모으는 단계(F2)와 ; 시퀀스 스테터스
(sequence status : SEQ-STATUS) 메세지에 따른 일련의 실행 루틴을 수행시키는 단계(F3)로 순차 동작함
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 컨트롤 중복 스위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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