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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기통신호출을 위한 보강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신장치(106)로부터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는 호출에 대하여 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호출은 비동기 전송모드 셀 신호로 전송되는 사용자 통신신호(124)와 호출신호전파를

포함한다. 신호전파 처리기(116)가 상기 호출신호전파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서비스 플랫폼으로 통하는 커넥션을 결정한

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는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120)를 송신한다. 비동기 전송모드 대화형 망

간접속장치(114)가 상기 통신장치로부터 사용자 통신신호를 수신하고, 한편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 상기 처리기제

어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비동기 전송모드 대화형 망간접속장치(114)는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를 비동기 전송모드 셀

신호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그 사용자 통신신호를 실시간으로 상기 서비스 플랫폼

으로 동적으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은 수신된 사용자 통신신호를 처리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통신 전송 및 처리 분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동기 전송 모드 포맷으로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신호출에는 사용자 통신신호 및 호출 신호전파가 포함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 통신신호의 수신에 적합한 서비스 플랫

폼을 가지고 있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제1통신장치로부터 신호전파를 수신 및 처리하여 상기 서비스 플랫폼에 제1

커넥션(connection)을 선택하는데 적합한 신호전파 처리기를 가지고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는 상기 선택된 제1커넥

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의 처리기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사용자 통신신호를 수신하는데 적합한 망간접속장치(網間接續裝置)를 가지고 있다.

망간접속장치는 사용자 통신신호를 비동기 전송모드 포맷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이 사용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처리기 제어 메시지를 이용하여 변환된 사용자 통신신호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시분할 다중 포맷으로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호

출에는 사용자 통신신호와 호출신호전파가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통신신호를 비동기 전송모드 포맷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통신에 대화식 응용(interactive application)을 적용

하여 사용자 통신신호를 처리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신호전파를 수신 및 처리하여 상기 서비

스 플랫폼에 대한 제1커넥션을 선택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는 상기 선택된 제1커넥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

를 전송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신호전파처리기로부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1통신장치로부터 사

용자 통신신호를 수신하는 망간접속장치를 가지고 있다.

상기 망간접속장치는 사용자 통신신호를 시분할 다중 포맷으로부터 비동기전송모드로 포맷된 셀(cell)로 변환하며, 상기

셀들은 상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선택된 제1의 켜넥션(connection)을 식별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어떤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을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상기 호출에는 사용자 통신과 호출신호전파가 포함된다. 상기 방법에는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호출신호전파의 수신과

정이 포함된다.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함으로써 사용자 통신신호용 서비스 플랫폼과의 다수 접속 중 하나인 제1커넥션을 선

택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 선택된 제1커넥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가 전송된다. 상기 방법은 또한 망

간접속장치에서 행하는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와 처리기제어 메시지의 수신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는 망간

등록특허 10-0567479

- 2 -



접속장치에서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여 비동기 전송모드 포맷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포맷

으로 변환되어, 망간접속장치로부터 선택된 제1커넥션을 거쳐 상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는

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신되어, 처리된다.

또다른 본 발명의 특징은 임의의 제1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을 시분할 다중 포맷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호출에는 사용자 통신신호와 호출신호전파가 포함된다. 상기 방법은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호출신호전파를 수신 및 처리하

여 사용자 통신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된 다수의 접속 중에서 제1커넥션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처리기제

어 메시지는 선택된 제1커넥션을 지정하는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 전송된다. 사용자 통신신호 및 처리기 제어메시지는 망

간접속장치에서 수신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망간접속장치에서 사용자 통신신호를 시분할다중 포맷으로부터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되는 선택된 제1커넥션을 식별하는 비동기 전송모드로 포맷된 셀로 변환하는 단계와, 변환된 사용자 통신신

호를 상기 망간접속장치로부터 선택된 제1커넥션을 거쳐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통신

신호는 상기 서비스 플랫폼에 수신 및 처리된다.

또다른 본 발명의 특징은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에서 호출을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호출은 사용자 통신신호와 호출

신호전파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시스템은 호출을 전송할 제1통신장치, 사용자 통신신호를 처리할 서비스 노드(node) 및

호출신호전파를 수신 및 처리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에 접속을 선택하는 신호전파 처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는 선택된 접속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제1통신장치로부터 사용자 통신신

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기 사

용자 통신신호를 선택된 접속을 통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하여주는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하나의

망간접속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호출을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노드로 접속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호출은

사용자 통신 및 호출신호전파를 가지고 있다. 상기 방법은 통신장치로부터의 호출, 비동기 전송모드 셀 들을 포함하는 사

용자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호출을 신호전파 처리기 내에서 수신하고,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여 서비스 노드로 연결된 다수의 접속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로부터 선

택된 접속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가 전송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와 처리기제어 메시지는 망간접속장치 내에서

수신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비동기 전송모드 셀 들로부터 사용자통신들을 상기 서비스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포맷

으로 변환하고,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용자 통신들을 선택된 접속을 통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 송출하며,

상기 사용자 통신들을 서비스 노드 내에서 처리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 통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호출을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하나의 처리기 내에서 사용자 통신들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접속들 중에서 선정된 하나의 접

속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수의 접속들 중에서 어떤 접속이 선택되었는지를 하나의 망간접속장치로 통보한

다. 상기 사용자 통신신호는 망간접속장치 내에 수신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은 망간접속장치 내에서 비동기 전송모드 포맷

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된다. 상기 변환된 사용자 통신은 실시간으로 상기 망간접속장

치로부터 선정된 접속을 통하여 상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의 개략도 이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분할 다중 장치로 작동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략도 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확장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갖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략도 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멧시지 순서도 이다.

제5도는 다수의 서비스 플랫폼들을 위한 메시지 순서도 이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매체 처리기들을 갖는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메시지 순서도 이다.

제7도는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서비스 플랫폼들의 기능도 이다.

제8도는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서비스 플랫폼들의 개략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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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는 본 발명에 따라 비동기 광망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비동기 전송모드 대화형 다중변환장치의 기능도 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라 비동기 디지털 계층 시스템과 사용될 비동기 전송모드 대화형 다중변환장치의 기능도 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되는 신호전파 처리기의 블록도이다.

제12도는 제11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목록표들을 갖고있는 데이터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제13도는 제12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추가적인 목록표의 블록도이다.

제14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트렁크 회로 목록표를 보여주는 표이다.

제15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트렁크 그룹 목록표를 보여주는 표이다.

제16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예외회로 목록표를 설명하는 표이다.

제17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자동번호 인덱스 목록표를 셜명하는 표이다.

제18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피호출번호 목록표를 보여주는 표이다.

제19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경로지정 목록표를 설명하는 표이다.

제20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 사용될 처리 목록표를 셜명하는 표이다.

제21도는 제13도의 신호전파 처리기에서 사용될 메시지 목로표를 설명하는 표이다.

실시예

호출은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구이다. 전기통신 시스템은 통신 장치들 사이의 통신호출에 대한 서비스와 처리업무를 제공

하는 것이다. 각 호출은 호출신호전파와 사용자 통신들을 포함한다. 사용자 통신신호는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 통신과 같은

호출자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접속을 통하여 전달된다. 호출신호전파는 호출처리를 가능케 하는 정보를 포

함하며, 링크(link)를 통하여 전달된다. 호출신호전파는 예를 들어, 피호출번호와 호출자번호를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한다.

호출신호전파는 예를 들어 SS7, C7, 디지털 종합 서비스망, 및 디지털 사설망 신호시스템(DPNSS)과 같은 표준화된 신호

이다.

통신 호출은 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통신장치는 예를 들어 가입자 구내 설비, 호출처리 플랫폼, 스위치, 또는 통

신 호출을 발신, 처리,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기타 장치가 될 수 있다. 가입자 구내설비는 예를 들어 전화기, 컴퓨터, 팩시

밀리기, 또는 사설구내교환기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호출 처리 플랫폼은 예를 들어 서비스 플랫폼 또는 호출을 처리할 수

있는 기타 확장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사용자 통신들과 호출신호전파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슈퍼프레임 (SF) 또는 확장 슈퍼프레임(ESF)과 같은 대역내 전송방

법에 의하여, 디지털 신호레벨 통신라인과 같은 시분할 다중화 캐리어(carrier)를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디지털 신호레

벨 0 (DS0), 디지털 신호레벨 1 (DS1) 및 디지털 신호레벨 3 (DS3) 들은 대역내 통신을 반송하는 공동명칭들이다. 다른

등가(等價) 명칭들도 역시 대역내 통신을 반송한다. 예를 들어, 유럽 레벨 1(E1), 유럽 레벨 2 (E2), 유럽레벨 3 (E3) 및 유

럽레벨 4 (E4)와 같은 유럽통신 시스템들은 대역내 통신을 반송(搬送)한다.

또한 호출신호전파와 사용자 통신들은 별도의 전송로, 별도의 전송채널, 별도의 전송 접속 또는 별도의 전송매체로 대역외

신호방식으로 전송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송들은 디지털 신호 레벨 또는 등가 유럽 레벨 매체와 동기광망(SONET) 및 동기 디지털 계층(SDH)에 의하

여 반송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호시스템 7(SS7) 및 유럽 등가, C7은 대역외 호출 신호량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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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SDN과 같은 협대역(狹帶域) 시스템 및 비동기전송모드(ATM)에 의한 B-ISDN을 포함하는 광대역 데이터 종합서비

스망(B-ISDN)과 같은 광대역 시스템이 대역외 호출신호전파 및 사용자 통신신호를 전송한다.

광대역 시스템은 호출, 오류검출 및 수정의 디지털 처리의 제공 외에도 호출을 위하여 협대역 보다 큰 대역폭을 제공한다.

비동기 전송모드는 동기광망(同期光網) 및 동기 디지털 계층과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호출 스위칭 및 호출

전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의 하나이다.

비동기 전송모드는 ATM셀에서 사용자 통신의 정보를 설명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상기 프로토콜은 셀을 사용하기 때

문에, 연결형 통신량, 비연결형 통신량, 정(定)비트 통신량, 버스티 트래픽(bursty traffic)을 포함하는 가변(可變)비트 통

신량에 대한 요구에 따라 호출들이 전송되며, 그리고 타이밍을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는 장치 사이에 전송된다.

ATM시스템은 상대방 선택 통신로(SVP) 및 상대방 선택접속을 통하여 호출을 취급한다. ATM의 가상적 성격은 다중통신

장치로 하여금 상이한 시간에 실(實)통신회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가상접속은 대역폭을 보다 효율적으

로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고정접속(PVCs) 또는 기타 전용회로 보다는 고객호출을 위하여 저렴한 전송을 제

공한다.

상기 ATM시스템은 발신점에서 수신점으로의 접속을 선택함으로써, 호출자를 발신점으로부터 수신점으로 접속시킬 수 있

다. 상기 접속은 가상 패스(VP)와 가상 채널(VC)을 포함한다. 상기 가상 채널이란 ATM셀의 전송을 위한 2개의 종점들 사

이의 논리접속 이다. 상기 가상 패스란 가상 채널(VCs)들의 논리조합을 말한다. 상기 ATM시스템은 선택된 가상패스를 식

별하는 가상패스 식별자(VPI)와 상기 선택된 가상패스 내에서 선택된 가상채널을 식별하는 가상채널 식별자(VCI)를 명시

함으로써 선택된 접속을 지정한다. ATM 접속들은 단방향 통신이므로, ATM 시스템에서 양방향 통신에 있어서는 통상 가

상패스 식별자와 가상채널 식별자의 동반이 요구된다.

상기 동기광망 및 동기 디지털 계층 프로토콜은 물리 매체 및 프로토콜을 기술하며, 그 물리매체와 프로토콜을 기초로하여

ATM셀의 통신신호가 일어난다. 상기 동기광망은 광 캐리어(carrier)신호의 광전송과 동기전송신호(STSs)의 전기적 전

송을 포함한다. 동기광망 신호는 광 캐리어 레벨-1(OC-1) 및 동기 전송신호 레벨-1(STS-1)에 대하여는 초당 51.84 메

가비트(Mbps)의 기본속도로 전송한다. 또한 이들의 다중신호로서, 동기전송신호 레벨-3(STS-3)은 155.52 Mbps의 속도

로, 동기전송신호 레벨-12(STS-12) 및 광캐리어 레벨-12(OC-12)는 622.08 Mbps의 속도로 전송되고, 가상 단국(端局)

그룹과 같은 부분신호들이 6.912 Mbps 의 속도로 전송된다. 상기 동기 디지털 계층은 광동기 전송모듈(STM O) 신호와

전기적 동기 전송모듈(STM E) 신호의 전송을 포함한다. 동기 디지털 계층 신호는 동기 전송 모듈-1(STM-1 E/O) 전기적

및 광 신호에 대해서는 155.52 Mbps의 속도로 전송한다. 또한 동기 전송모듈 레벨-4 전기/광 신호와 같은 다중신호는

622.08 Mbps의 속도로, 단국 유니트 그룹과 같은 부분신호는 6.912 Mbps의 속도로 전송된다.

전기통신 시스템은 통신장치들 사이의 연결을 시작할 호출 세트 업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상기 호출 세트 업은 호출신호전

파 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장치들 사이에 정확하게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통신(메시지)이 상기 통신장치들 사이의 통신

로를 거쳐 전송될 수 있다.

호출신호전파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여, 그 호출신호전파 내의

정보를 기초로 선택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호출은 단지 발신점으로부터 수신점으로의 기본적인 호출경로지시

(routing)와 같은 일반적인 처리 및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호출신호전파처리를 위하여 때때로 보강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한 보강 서비스들은 통상 서비스 플랫폼 내의 서

비스 접속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보강 서비스들은 때로는 디지털 신호처리,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장

치를 이용하여 보강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처리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강 서비스는 때때로 호출자가 보강 서비

스를 받기 위하여 회로망 장비와의 대화를 필요로하는 대화식 호출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호출은 호출자에게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음성인식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호출은 호출자가 회로망의 음성인

식처리기와 대화하는 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호출신호전파들을 비동기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에 다이내믹하게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

하다. 상기 비동기전송모드 시스템은 통신장치, 호출신호전파수신장치와 호출신호전파가 비동기전송모드망(網) 내에 정

확한 수신처로 전달되게 하는 교환설비와 같은 전기통신장치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동기전송모드 시스템을 통과하는

호출신호전파들을 보강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장치로 연결하여 주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하다. 더

욱이 이러한 접속 시스템은 실시간에 "호출 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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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전기회로망 내의 비동기전송모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호출신호전파의 전송 및 교환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상기 비동기전송모드 시스템을 통과하는 호출신호전파들을 서비스 플랫폼을 갖는 서비스 접속점으로 연결함

으로써, 상기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기 위한 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할 서비스 플랫

폼 내에서 특정한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의 선택도 가능하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을 도시하고 있다. 전기통신 시스템(102)은 제1통신장치(106) 및 제2통신

장치(108)와 상호작용 하는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은 신호전파 처리기

(110), 서비스 플랫폼(112) 및 망간접속장치(114)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은 하나 이상의 호출신호

전파를 수신하여 그 호출신호전파를 적당한 장치로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은 대화식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호출신호전파들을 처리한다.

링크(links)는 호출신호전파와 제어메시지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링크(link)"라는 용어는 호출신호전파와 제어메시지의

반송에 사용되는 전송매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링크는 호출신호전파 또는 장치명령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장치제

어메시지를 반송한다. 링크는 예를 들어 SS7, C7, ISDN, B-ISDN, GR-303, 구내 회로망(LAN) 또는 데이터 버스 호출신

호전파 등과 같은 대역외 신호를 반송한다. 링크는 예를 들어, AAL5 데이터 링크, UDP/P, eithernet 또는 D50 over T1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크는 ISDN, SS7, TCP/IP 등의 링크 또는 기타 데이터 링크 중 하나인

단일 물리 링크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다중 링크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제어메시지(control message)"라는

용어는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특허된 또는 표준화된 제어 또는 신호 메시지, 제어 또는 신호

명령, 제어 또는 발신 신호, 또는 신호 지령 등을 의미한다.

커넥션은 전기통신 시스템의 각 요소와 장치 사이에 사용자 통신 및 기타 정보의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된 "커

넥션(connection)"이란 용어는 전기통신 시스템(102)의 통신장치들 또는 요소들 사이에 사용자 통신을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매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커넥션은 사용자의 음성정보, 컴퓨터 데이터 또는 기타 통신장치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커넥션은 대역내 통신 또는 대역외 통신와 협동할 수 있다.

상기 링크 및 커넥션 시스템은 전기통신 시스템(102)의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준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링크

(116)를 통하여 상기 제1통신장치(106)와, 링크(118)를 통하여 상기 서비스 플랫폼과, 링크(120)를 통하여 상기 망간접속

장치와, 링크(122)를 통하여 상기 제2통신장치와 각각 통신한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커넥션(124)을 통하여 제1통

신장치(106)와, 커넥션(126)을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112)과, 그리고 커넥션(128)을 통하여 제2통신장치(108)과 각각 통

신한다. 다른 링크를 사용하여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다른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장치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한 다른 커넥션을 사용하여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로부터, 또는 상기 제1 및 제2 통신장치(106, 108)로부터 다른 시스

템, 네트워크 또는 장치로 연장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및 제2 통신장치(106. 108)는 각각 가입자 구내통신설비, 호출신호전파처리 플랫폼, 스위치, 또는 전화기, 컴퓨

터, 팩시밀리기, 사설교환기, 서비스 플랫폼 또는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할 수 있는 보강 플랫폼 등을 포함하여, 호출신호전

파를 발신하고, 처리하며,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기타 다른 장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통신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 제시하는 통신장치의 수는 설명의 간단 명료성을 고려하여 제한하였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의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다른 모든 요소들과 장치들로부터 호출신호전파 또는 제어 메

시지를 수신하거나, 또는 역(逆)으로 송신한다.

이 때,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상기 전기통신 시스템(102) 내에서 호출경로지정 및 호출신호전파처리를 제어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의 일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후술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은 상기 망간접속장치(114)에 의하여 수신된 사용자 통신신호를 위한 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은 다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와같은 다중 서비스

기능으로는 음성 메시지, 팩시밀 메시지, 전자사서함, 음성인식, 회의중개(會議仲介), 호출카드, 메뉴루팅(menu routing),

무료전화 및 900 호출 서비스, 선불카드, 톤(tone) 검출 및 호출신호전파 재송출 등과 같은 N00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은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제어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 메시지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

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 플랫폼 내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를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에 지시한다. 상기 서비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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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112)은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여 처리결과 데이터를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회송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플랫

폼(112)은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로 회송하여, 다시 제1 또는 제2 통신장치(106 또는 108)로 전

송하여 준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호출별 원칙으로 커넥션들과 상호통신(interwork)을 한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다중화

및 다중분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동기 전송모드 포맷과 다른 포맷 사이에 상호통신을 하는 제 1 통신포맷인 비동기 전송

모드 상호통신 다중변환장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단지 영역주소 지정능력 만을 갖는 하나의 장치,

또는 비동기 전송모드 셀을 위하여 다중화 및 다중분리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비동기 전송모드 다중변환장치, 또는 기타

형태의 망간접속장치일 수도 있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제1통신장치(106), 제2통신장치(108), 및 서비스 플랫폼(112)으로부터 사용자 통신을 수신하

거나, 반대로 송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디지털 신호레벨-0(DS0)을 통하여 제 2 통신포맷인 시

분할다중화 포맷으로 사용자 통신를 전달하는 제1통신장치(106)와, 디지털 신호레벨-0(DS0)을 통하여 시분할다중화 포

맷으로 사용자 통신을 전달하는 서비스 플랫폼(112), 및 동기식광망 파이프 또는 동기식 디지털 계층(hierarchy) 파이프

를 통하여 제 1 통신포맷인 비동기전송모드 포맷으로 사용자 통신을 전달하는 제2통신장치(108) 사이를 상호통신을 하는

비동기식 상호통신 다중변환장치(ATM interworking multiplexer)인 것이다. 그러나, 상기 제1 및 제2 통신장치(106 및

108)는 제 2 통신포맷인 시분할다중화(TDM) 또는 제 1 통신포맷인 비동기식 전송모드 중의 어느 한쪽의 장치일 수 있으

며, 상호통신은 어떤 포맷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망간접속장

치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제어 메시지(제1 메시지)를 수신하고, 역으로 송신하여 준

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요청된 상호통신 임무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의 제어 메시지(제 1 메시

지)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통신은 상기 제1통신장치(106), 제2통신장치, 및 상기 서비스 플랫폼

(112)과 호환 가능한 포맷들 사이에서 변환된다.

한 커넥션은 제 1 통신포맷인 비동기 포맷 전송을 위하여 선택된 가상패스 식별자(VPI)/가상채널 식별자(VCI)에 의하여

지정될 수도 있고, 제 2 통신포맷인 시분할 다중화(TDM)전송을 위해서 선택된 디지털 신호레벨-0(DS0)에 의하여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VPI/VCIs를 선택된 DS0s와 다이내믹하게 상호작용시키고, 반대로 선택된

DS0s를 VPI/VCIs에 다이내믹하게 작용시킨다. 상기 DS0 통신신호는 양방향성 이며, 상기 ATM 통신신호는 전형적으로

단방향성 이므로, DS0 과 ATM 사이에 상호작용을 시키기 위하여는 VPI와 VCI를 동반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또한 사용자 통신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할 필요 없이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과 제1 또는 제2

통신장치(106 또는 108) 사이에 전송을 가능케 하는 TDM 상호통신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제1 또는 제2 통

신장치(106 또는 108)로부터 전송되는 사용자 통신신호가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포맷과 동일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제1도에서, 상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상기 바람직한 보강 서비스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호출신호전파는 제2

통신장치(108)와 같은 통신장치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으로 수신된다. 상기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호출신호

전파가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된다. ATM 셀에서 사용자 통신은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망간접속장치(114)로 전

송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한다.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발신점코드(OPC), 수신점코드(DPC),

회로식별코드(CIC), 또는 신호링크선택(SLS)을 포함하여 경로표지(routing label)와 같은 호출특성들을 읽는다. 호출신호

전파 내의 호출특성의 처리를 기초로 하여,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호출신호전파가 어떤 서비

스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다수의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어떤 애플

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사용자 통신신호를 처리할 애

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제 2 메시지인 처리기 제어메시지를 선택된 서비스 플랫폼(112)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호출신호전파처리를 기초로 하여,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망간접속장치(114)로부터 사용자통신을 위한 서비

스 플랫폼(112)으로 연결하는 커넥션(126)을 선택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하는 제 1 메

시지인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망간접속장치(114)로 전송한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상기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사용자 통신신호와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제 1 메

시지인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모두 수신한다.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사용자 통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ATM셀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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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112)과 호환 가능한 폼(form)으로 변환한다. 통상 상기 ATM셀은 TDM포맷으로 변환된다. 그 다음, 상기 망간접

속장치(114)는 제 1 메시지인 처리기제어 메시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통신신호를 선택된 커넥션(126)

을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112)으로 송출한다. 상기 선택된 커넥션(126)은 통상 DS0(디지털 신호레벨-0)이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은 망간접속장치(114)로부터 사용자 통신신호를 그리고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제 2 메시

지인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모두 수신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은 제 2 메시지 처리기제어 메시지 내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선택된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사용자 통신을 처리한다.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적용이 완료되면, 상기 서비

스 플랫폼(112)은 처리결과를 제 3 메시지로서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하며, 한편 처리된 사용자 통신은 제 4 메시

지로서 망간접속장치(114)로 보내어 다시 제2통신장치(108)로, 또는 다른 서비스 플랫폼 또는 장치(도시하지 않았음)로

회송한다. 상기 처리결과에는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하여금 상기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다른 서비스 플랫폼으로, 또는

제2통신장치(108)로, 또는 제1통신장치(106)로 재 전송하도록 하는 제어 메시지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사용자 통신이 제2통신장치(108)로 전송되면, 사용자 통신은 선택된 커넥션(128)의 가상패스 식별자(VPI)/가상채널

식별자(VCI)를 확인하는 ATM셀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 통신이 제1통신장치(106)로 전송

되면 ATM셀로 변환될 필요가 없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통신은 제1통신장치(106)로 전송된다. 상기 처리결

과와 처리된 사용자 통신은 호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호출 종료시에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와 제1통신장치(106)로

각각 전송된다.

상기 처리결과를 전송하는 외에, 서비스 플랫폼(112)은 또한 서비스 완료신호를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서비스 완료신호와 처리결과를 수신 및 처리하여 상기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다른 장치로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계속 처리가 필요하면,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하나의 커넥션을 선택하여, 상기 새로이 선택된 커넥션을 제2통신장

치(108) 또는 새로이 선택된 장치(도시하지 않았음)를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로 전송한

다. 만약 선택된 장치가 제 1 통신포맷인 ATM장치일 경우에,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서비스 플랫폼(112)으로부터 수

신된 상기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선택된 커넥션을 식별할 ATM셀로 변환한다. 상기 ATM셀은, 예를 들어, 상기 선택된 장

치에 연결되는 커넥션의 VPI/VCI를 식별한다. 그 다음 상기 망간접속장치(114)는 ATM셀을 상기 커넥션을 통하여 선택된

장치로 전송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을 ATM셀로 변환하고, 그 ATM셀을 상기 커넥션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진다.

상기 호출신호전파는 제1 또는 제2 통신장치(106 또는 108)에 의하여 취급, 초기화 또는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 통신은 제1통신장치(106)에 의하여 송신되고, 최종적으로 제2통신장치(108)에 수신되는 것이

다. 다른 방법으로서, 상기 사용자 통신은 제1 또는 제2 통신장치(106 또는 108) 중의 하나로부터 발신되어, 상기 서비스

플랫폼에 의하여 처리된 다음에 동일한 통신장치로 다시 반송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시스템의 작동설명에서 제1통신장치(106)는 제 2 통신포맷인 TDM장치였고, 서비스 플랫폼(112)은 제 2 통

신포맷인 TDM장치였으며, 제2통신장치(108)는 제 1 통신포맷인 ATM장치이었지만, 제1 및 제2 통신장치(106, 108)들

과 서비스 플랫폼(112)은 어떤 요구의 포맷이든 사용자 통신들을 수신, 전송 및 취급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통신장치(106)가 제 1 통신포맷인 ATM장치이고, 서비스 플랫폼(112)과 제2통신장치(108)는 제 2

통신포맷인 TDM장치로 되는 시스템에서, 또는 제1통신장치(106)와 제2통신장치(108)가 제 1 통신포맷인 ATM장치이

고, 서비스 플랫폼(112)은 제 2 통신포맷인 TDM장치로 되는 시스템에서도 상기 사용자 통신이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제1

통신장치(106)와 서비스 플랫폼(112) 및 제2통신장치(108)가 모두 제 1 통신포맷인 ATM장치로 되는 시스템에서, 또는

제1통신장치(106)가 제 2 통신포맷인 TDM장치이고, 서비스 플랫폼(112) 및 제2통신장치(108)가 제 1 통신포맷인 ATM

장치로 되는 시스템에서 상기 통신신호가 처리될 수 있다. 상기 각 예에 있어서, 신호전파 처리기(110)와 서비스 플랫폼

(112) 및 망간접속장치(114)는 상술한 작동방법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당해 분야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

용자의 통신신호에 대한 상호작용은 장치의 포맷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제2도는 ATM교차접속부(230)가 호출신호전파의 송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통신 시스템(102)을 도시한다. 상기 교차

접속부(230)는 제2통신장치(108)로 연결하는 하나의 커넥션(232)과 망간접속장치(114)로 연결하는 하나의 커넥션(234)

을 가지고 있다. 상기 교차접속부(230)는 망간접속장치(114)로부터 ATM셀 신호를 커넥션(234)을 통하여 수신하고, 그

ATM셀 신호를 커넥션(232)을 통하여 제2통신장치(108)로 보낸다. 다른 방법으로서, 상기 교차접속부(230)는 호출신호

전파를 상기 커넥션(236)을 통하여 다른 ATM시스템으로 송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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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의 전기통신 시스템(10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통신장치(106)와 제2통신장치(108)는 상기 망간접속장치 시스템(104A)과 상호대화를 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은 신호전파 처리기(110)와 서비스 플랫폼(112A)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은 서비스 제어포인트(336),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 망간 다중변환장치

(mux)(340)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은 호스트컴퓨터(342), 제1매체처리기(344), 및 제2매체처리기(346)

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 플렛폼은 다른 장치들 외에 보다 크거나 또는 적은 수의 매체처리기를 가질 수도 있다.

호출신호전파와 제어 메시지는 상기 전기통신 시스템(102) 장치들 사이에 링크를 거쳐 전송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

(110)는 링크(116)를 통하여 제1통신장치(106)와 교신하며, 다른 링크(122)를 통하여 제2통신장치(108)와 교신하고, 또

다른 링크(348)를 통하여 서비스 제어포인트(336)와 교신하고, 또다른 링크(350)를 통하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와

교신하며, 또다른 링크(352)를 통하여 망간 다중변환장치(340)와 교신하고, 또다른 링크(354)를 통하여 호스트컴퓨터

(342)와 각각 교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링크(116, 122, 348, 350, 352, 354)는 LAN, SS7링크, 또는 ATM 통하는

SS7인 것이다.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링크(356)를 통하여 제1매체처리기(344)와 교신하며, 링크(358)를 통하여 제1매체처리기

(346)와 교신하고, 링크(360)를 통하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와 교신한다. 이들 링크(356, 358, 360)는 LAN 이거나,

또는 데이터버스(data bus)인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통신은 커넥션을 거쳐 상기 전기통신 시스템(102)장치 사이에서 전송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커넥션

(362)을 통하여 제1통신장치(106)와 교신하며, 커넥션(364)을 통하여 제2통신장치(108와 교신하고, 커넥션(366)을 통하

여 제1매체처리기(344)와 교신하며, 커넥션(368)을 통하여 제2매체처리기(346)와 교신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은 1개 이상의 호출신호전파를 수신하고, 그 호출신호전파를 적절한 장치로 송출할 수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다른 요소 및 장치들로부터 제어메시지를 수신하며, 반대로 다른 요소 및 장치로 제어

메시지를 송출한다. 이 때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전기통신 시스템 내에서 호출신호전파의 경로와 처리를 제어한

다.

상기 서비스 제어포인트(336)는 전기통신 시스템(102)에 관한 정보, 및 호출신호전파를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떠한 경

로로 송출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기 서비스 제어포인트(336)는 N00 또는 메뉴루팅(menu routing)과 같

은 높은 수준의 경로지정특성을 갖는 호출신호전파에 대하여 경로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신호전파 처리기

(110)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서비스 제어포인트(336)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처리기제어 메

시지 속에 포함하여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로 패스한다.

상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는 논리적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장치로서, 이 데이터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신호전파 처

리기(110) 또는 호스트컴퓨터(342)가 통신장치 데이터 또는 기타 장치 데이터를 독출(讀出)할 수 있다. 상기 서비스 데이

터베이스(338)는 두 가지 면의 사용자 또는 장치 프로필(profile)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는

특수 호출신호전파 또는 통신장치가 접근하게될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가입 데이터 및 처리옵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는 호출 또는 통신장치를 위하여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상기 서비스 데이

터는 음성 메시지, 팩시밀리 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다중화 및 다중분리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ATM 셀과 다른 호출포맷 사이에서 상호작용

을 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제2통신장치(108)와 제1통신장치(106)로부터의 사용자 통신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신호 및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

신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전송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는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부터 제1매체처리기

(344) 또는 제2매체처리기(346)로 어느 한쪽으로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한다. 또한, 처리기제어 메시지는 망간 다중변환장

치(340)로부터 제1통신장치(106) 또는 제2통신장치(108)로 어느 한쪽으로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한다. 하나의 선택된 커

넥션은 선정된 VPI/VCI에 의하여 또는 선정된 DS0에 의하여 지정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사용자 통신을 상

기 선택된 커넥션을 통하여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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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통신은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와 제1매체처리기(344) 또는 제2매체처리기(346) 사이에서, 또는 양쪽 모두

와의 사이에서 왕복하면서 다른 장치로 전송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신호전파 처리기(110)의 처리기제어 메

시지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통신을 예를 들어 상기 매체처리기(344 및

346)와 호환 가능한 포맷과 ATM셀들 사이에 변환하여 준다.

상기 매체처리기(344 및 346)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매체처리기(344 및 346)는

톤(tone) 검출 및 수집과 같은 처리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매체처리기(344 및 346)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수하거나 또는 사

용자 통신을 조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용자 통신으로부터 수집한다. 상기 매체처리기(344 및 346)는 음성과 톤을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상기 매체처리기(344 및 346)는 데이터의 처리결과를 매체데이터신호로 호스트컴

퓨터(342) 또는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보고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통신으로부터의 오리지널 데이터와 변환처리된

사용자 통신이 호스트컴퓨터(342)로 전송되어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한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바, 처음에 호출이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시작되고, 처리된

사용자 통신이 다시 제2통신장치(108)로 되돌아온다.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서비스 노드 또는 서비스 플랫폼(112A)

의 장치를 제어하는 서비스 관리자이다.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

신한다.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호스트컴퓨터(342)가 매체처리기(344, 346) 내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지시한다. 호스트컴퓨터(342)는 매체처리기(344, 346) 내에서 사용자 통신의 처리

를 제어하여, 처리된 데이터 결과를 호스트컴퓨터 의 데이터 신호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에 회송한다. 호스트컴퓨

터(342)는 매체처리기(344, 346)가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회송하고, 다시 제2통신장치

(108)로 전송하도록 지시한다. 호스트컴퓨터(342)는 또한 서비스 완료 메시지와 같은 제어신호와 함께 호스트 제어 메시

지를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송신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할 수도 있다. 즉 제1통신장치(106)가 호출을 발신한 다음, 처리후

다시 제1통신장치(106)로 회신되는 것이다. 상기 호출신호전파가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되면, 신호전파 처리기

(110)가 그 호출신호전파를 적절한 장치로 송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사용자 통신들은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

되어 매체처리기(344, 346)와 같은 적절한 장치로 전송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이 처리된 다음에는 매체처리기(344, 346)

로부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를 통하여 전송되어, 상기 제1통신장치(106)로 회송된다. 상기 제1통신장치(106)는 상기

호출신호전파를 SF, ESF, ISDN, B-ISDN, 및 GR-303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포맷으로, 그리고 TDM, SONET, 및

SDH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전송매체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3도에서,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이 시스템에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호스

트컴퓨터(342)와,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ATM)을 통과하는 상기 사용자 통신을 처리할 매체처리기(344, 346)를 제어한

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전기통신 시스템(102) 내의 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커넥션을 선택한다.

한 호출신호전파가 상기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104A)으로 입력된다. 이 때 그 호출신호전

파는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은 ATM셀로 제2통신장치(108)로부

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한다. 이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호출신호전파 내에서 호출특성을 처

리한다. 호출특성의 처리를 기초로 하여,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그 호출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호스트

컴퓨터와 어떤 매체처리기 및 매체처리기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요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때때로 호출특성들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특정한 통신장치를 결정하거나, 또는 특정한 요청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장치가 호출카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800"번 다이얼을

돌릴 때 발생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식별코드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신호전파 처리기(110) 또는 매체처리기(344) 내에서 호출측 장치의 정체(正

體) 또는 요구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호출신호전파와 상호대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시동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상기 서비스 제어포인트(336) 또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338)에 질의할 수 있다. 이러

한 질의를 통하여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접속제공요소들의 필

요한 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호출신호전파에 대한 서비스 옵션, 서비스 데이터 및 루팅(routing)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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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신호전파가 처리되면,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요구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원을 결정한다.

그 다음,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선정된 호스

트컴퓨터(342)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처리된 호출신호전파를 기초로 하여, 상기 망간 다중변환

장치(340)로부터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 선정된 매체처리기(344)로 연결할 커넥션을 선정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

기(110)는 선정된 커넥션(366)을 지정하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하여금 상기 호출신호전파를 실시간에 상기 커넥

션(366) 상의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다이내믹하게 연결하여 주고, 그 망간 다중변환장치(340) 내에서 사용자 통신을

ATM셀로부터 상기 선택된 매체처리기(344)와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시키도록 지시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송신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제2통신장치(108)로부터의 사용자 통신과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의 처리기제

어 메시지를 모두 수신한다. 그 다음,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상기 사용자 통신을 포함하고 있는 ATM셀을 선정

된 매체처리기(344)와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한다. 통상, 상기 ATM셀은 TDM포맷으로 변환된다. 그러면,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사용자 통신을 선정된 커넥션(366)을 통하

여 상기 선정된 매체처리기(344)로 송출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은 상기 선정된 매체처리기(344)로 입력된다. 또한,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상기 매체처리기(344)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지시하고, 사용자 통신의 처리를 제어하기 위한 기타 제어 메시지를 제공하는 호스

트 제어 메시지를 상기 매체처리기(344)로 전송한다. 상기 매체처리기(344)는 사용자 통신을 호스트컴퓨터(342)로부터의

제어 메시지에 따라 처리한다. 그 다음, 상기 매체처리기(344)는 처리 결과를 매체처리신호로 링크(354)를 통하여 상기 호

스트컴퓨터(342)로 보고한다. 또한, 상기 매체처리기(344)는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 사후관리를 한다.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처리결과를, 계속적인 사

후관리와 함께 또는 사후관리를 함이 없이 호스트 제어 메시지를 통하여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하여 준다. 상

기 호스트 제어 메시지는 처리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기 호스트컴퓨터(342)와 협력 중인 매체처리기(344) 사이의 협

동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매체처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가 호스트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하여금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제2 또는 제1 통신장치 (108 또는

106)로 전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처리된 사용자 통신을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

(340)로 하여금 다른 서비스 플랫폼 또는 동일한 서비스 플랫폼(112A)의 다른 매체처리기로 전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처리작업이 종료되면,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하여금 매체처리기(344)로부터

해제하도록 지시하여 연결을 끊는다.

제4도는 각종 회로망 장치들 사이에서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사용자 통신 처리 및 제어 메시지를 위

한 메시지 전송을 도시하고 있다. 메시지 순서는 호출신호전파를 ATM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법

을 예시한다.

제3 및 4도에서, 제1통신장치(106)가 호출신호전파 및 사용자 통신을 포함하여 호출신호전파를 송출한다. 상기 호출신호

전파는 신호전파 처리기(110)에 입력되고, 사용자 통신은 제2통신장치(108)에 의하여 통신이 연결되면 상기 망간 다중변

환장치(340)로 전송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고,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플랫

폼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연결되는 커넥션을 선택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상기 사용자 통신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제 2 메시지인 처리

기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요청신호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고, 상기 서비스 플랫폼

(112A)과 망간 다중변환장치(340) 사이에 상기 사용자 통신이 전송될 커넥션을 지정한다.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선정된 연결할당을 상기 선정된 서비스 플랫폼(112A)에 지정하는 제 1 메시지인 처리

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이 디지털 신호레벨 전송라인에 의

하여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와 연결되면, 상기 연결할당은 디지털신호0 (DS0) 포트 지정 또는 유럽레벨0 (E0) 포

트 지정과 같은 시분할다중(TDM) 포트 번호이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선정된 커넥션을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연결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

이 제 2 통신포맷인 TDM시스템 속에 있고, 상기 제2통신장치(108)가 제 1 통신포맷인 ATM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사용자

통신을 ATM셀 신호로 전송할 때,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상기 ATM셀 신호가 수신되고 있는 커넥션의 가상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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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VPI)/가상채널 식별자(VCI)를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과 연결되는 커넥션의 DS0 또는 E0과 상호 작용시킨다.

그러나, 처리된 사용자 통신이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부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되고 있을 때, 상기 망

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부터 처리된 사용자 통신이 수신되고 있는 커넥션의 DS0 또는

E0을 상기 제2통신장치(108) 또는 기타 선택된 통신장치(108)로 연결되는 선정된 커넥션의 VPI/VCI에 상호 작용시킨다.

상기 제2통신장치(108)로 또는 기타 선정된 통신장치로 회송되는 선정된 커넥션의 VPI/VCI가 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의하

여 지정된다. 상기 제2통신장치(108)와 서비스 플랫폼(112A)은 상호 대화하면서 이 때 사용자 통신을 망간 다중변환장치

(340)를 통하여 선정된 커넥션을 거쳐 서로 전송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사용자 통신을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과 호환 가능한 포맷과 상기 제2통신장치(108)

의 포맷 사이에서 상호대화 시킨다. 바람직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통신은 상기 제2통신장치(108)로부터 수신되는

ATM셀 신호에서 DS0 또는 E0을 통하여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전송되는 TDM포맷으로 변환된다. 반대 방향으

로, 상기 서비스 플랫폼(112A)으로부터 DS0 또는 E0을 통하여 TDM포맷으로 수신되는 처리된 사용자 통신은 제2통신장

치(108) 또는 기타 다른 선택된 장치로 연결하기 위한 VPI/VCI를 식별하는 ATM셀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양쪽의 제2통

신장치(108)와 서비스 플랫폼(112A)을 위하여 선정된 연결 지정 신호는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부터 망간 다중변환

장치(340)로 수신된다.

상기 사용자 통신의 처리가 서비스 플랫폼(112A)에 의하여 완료되면,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서비스 완료 메시지

가 포함된 제어 메시지(제 3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가 상기 제어 메시지(제 3 메시지)를 수신하

면,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하여금 연결을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제2통신장치(108)로 하여금 연결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제 4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제 4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접속이

해제된다.

제3 및 5도에 있어서, 접속이 이루어지고, 사용자 통신이 첫 번째 매체 처리기에서 처리된 다음에는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

(110)가 계속 처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상기 사용자 통신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2매체처리기(346)에

서 상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제2매체처리기(346)로 연결될 제2의 선택된 커넥션

(368)을 지정하는 제2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한다.

상기 제2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가 제1매체처리기(344)와의 접속을 해제하고, 제2

매체처리기(346)와 제2의 선택된 접속을 이룬다. 그 다음,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상기 제2의 선택된 커넥션을

통하여 제2매체처리기(346)로 사용자 통신을 전송한다.

또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매체처리기(346) 내에서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다른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호스트컴퓨터(342)로 전송한다.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여 호스트컴퓨터

(342)가 사용자 통신의 처리 및 처리결과의 보고를 제어하기 위하여 호스트 제어 메시지를 제2매체처리기(346)로 전송한

다.

제5도는 상기 제2매체처리기(346)에서 사용자 통신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전기통신 시스템(102)의 장치들 사이에

서 일어나는 메시지 전송을 예시한 것이다. 상기 메시지 순서는 제1매체처리기(344)로 접속이 이루어진 후에 호출신호전

파를 ATM 시스템을 통하여 제1매체처리기(344)로부터 제2매체처리기(346)로 접속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다. 상기 양

쪽의 매체처리기(344, 346)는 단일 호스트컴퓨터(342)에 의하여 제어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에 의하여 최초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플랫폼(112A) (제3도 참조)에서 제2통신장치

(108)와 제1매체처리기(344) 사이에 상호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기 호스트컴퓨터(342)는 제2매체처리기(346)에서

계속적인 사용자 통신 처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호스트컴퓨터(342)는 서비스 완료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주제어 메시지를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전송한다. 그 대신,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제2매체처리기

(346)에서 처리를 개시할 수 있다.

상기 주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후,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제2매체처리기(346)와의 접속 재지정을 선택하고, 제2 선택 접

속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한다. 시분할 다중 시스템에 있어서는 제2매체처리기

(346)로의 제2 선택 접속의 지정은 DS0 또는 E0과 같은 시분할 다중 포트이다.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제1매체처리기(344)로의 접속을 해제하고, 사용자

통신을 제2매체처리기(346)로의 선택된 접속과 상호 작용시킨다. 상기 제2통신장치(108)와 제2매체처리기(346)는 상술

한 바와 같이 상호 대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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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통신의 처리가 제2매체처리기(346)에 의하여 완료되면, 호스트컴퓨터(342)는 서비스 완료 메시지를 포함하

는 호스트 제어 메시지를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송신한다. 호스트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

는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는 접속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2통신장치(108)로는 접속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각각 송신한다. 상기 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접속들이 해제된다.

제6도는 최초에 사용자 통신이 제1 서비스 플랫폼(112A)에 의하여 처리된 다음에 제2 서비스 플랫폼(602)에서 계속 사용

자 통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시스템 장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송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 메시지 순서는 상기

제1서비스 플랫폼(112A)으로 통하는 커넥션이 완성된 다음에 임의의 한 호출을 비동기 전송모드 시스템을 통하여 제1서

비스 플랫폼(112A)로부터 제2서비스 플랫폼(602)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다.

상기 망간 다중변환장치(340)에 의하여 최초 접속이 이루어지고, 제2통신장치(108)와 서비스 플랫폼(112A) 사이에 상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기 제1 서비스 플랫폼(112A)은 계속 사용자 통신 처리를 제2 서비스 플랫폼(602)에서 완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제1 서비스 플랫폼(112A)은 서비스 완료를 포함하는 제어 메시지를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

(110)로 전송하게될 것이다. 그 대신,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가 제2 서비스 플랫폼(602) 내에서 처리를 개시할 수도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10)가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면 제2 서비스 플랫폼(602)에 대한 접속 재지정을 선택하고, 선택된

접속 재지정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로 전송한다. 이 때 TDM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기

제2 서비스 플랫폼(602)으로의 선택된 접속 지정은 DS0 또는 E0 지정과 같은 TDM접속지정이다.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망간 다중변환장치(340)는 제1 서비스 플랫폼(112A)과의 접속을 해제하고, 사용자 통신을

상기 제2 서비스 플랫폼(602)으로의 선택된 접속에 상호 작용시킨다. 그러면, 상기 제2통신장치(108)와 제2 서비스 플랫

폼(602)은 상술한 바와 같이 상호대화를 할 수 있다.

상기 제2 서비스 플랫폼(602)에서 사용자 통신의 처리가 완료되면, 제2 서비스 플랫폼(602)이 서비스 완료 메시지를 포함

하는 제어 메시지를 신호전파 처리기(110)로 송신한다. 상기 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신호전파 처리기(110)는 망간 다중변

환장치(340)로 하여금 접속을 종료케하고, 제2통신장치(108)로 하여금 접속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각각 송신한다. 상기 각각 해당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여 각 접속이 해제된다.

제7도는 다중 서비스 플랫폼이 호출 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서비스 플랫폼에 로컬 액세스(local access)를 하지 않

은 통신장치가 호출 처리를 요구할 때, 서비스 플랫폼과 통신장치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대화를 예시하고 있다. 도면에서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와 국부서비스 플랫폼(708) 및 국부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로 이루어지는 국부서비스 플

랫폼 시스템(704)에 연결되어 있는 국부통신장치(702)의 예를 들고 있다.

상기 국부통신장치(702)가 저렴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흔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호출신호전파를 처리하기 위

하여 호출신호전파를 국부서비스 플랫폼 시스템(704)으로 송신한다. 상기 호출신호전파는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로

전송되고, 사용자 통신은 국부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로 전송된다. 상기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는 국부ATM 망

간 다중변환장치(710)로부터 국부서비스 플랫폼(708)으로 통하는 커넥션을 선택하고,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국부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는 사용자 통신을 처리할 애플리케이션

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국부서비스 플랫폼(708)으로 송신한다. 상기 국부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

는 사용자 통신을 선택된 커넥션을 통하여 국부서비스 플랫폼(708)으로 전송하고, 국부서비스 플랫폼(708)은 사용자 통신

을 처리한다.

다른 방법으로서, 상기 국부통신장치(702)가 코아(core) 서비스 플랫폼(712)을 선정하는 호출신호전파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코아 서비스 플랫폼(712)은 전기회로망에서 다수의 통신장치와 기타 장치에 의하여 공유되는 값비싼 애플리케이션

또는 드믈게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상기 코아 서비스 플랫폼(712)은 코아신호전파 처리기(714), 코아 서비

스 플랫폼(716) 및 코아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8)로 구성된다.

상기 국부통신장치(702)는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로 호출신호전파를 송신함으로써 코아 서비스 플랫폼(712)에 액세

스 할 수 있다. 상기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는 호출신호전파를 코아신호전파 처리기(714)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국부통신장치(702)는 사용자 통신을 국부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로 전송한다. 상기 국부ATM대화식다

중변환장치(710)는 ATM 교차접속시스템(720)과 선택된 커넥션의 VPI/VCI를 통하여 상기 코아ATM 망간 다중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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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로 연결되는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하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국부신호전파 처리기(706)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국부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0)는 사용자 통신을 선택된 커넥션의 VPI/VCI를 식별하는 ATM셀 신호로 변환하여, 그

ATM셀 신호를 상기 ATM교차접속시스템(720)으로 전송한다. 상기 ATM교차접속시스템(720)은 ATM셀 신호를 VPI/

VCI를 갖는 선택된 커넥션과 교차접속하고, ATM셀 신호를 상기 코아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8)로 송출한다.

또한 상기 코아신호전파 처리기(714)는 코아 서비스 플랫폼(716)으로 통하는 커넥션을 선택하고, 선택된 커넥션을 지정하

는 처리기제어 메시지를 상기 코아ATM망간 다중변환장치(718)로 전송한다. 상기 코아ATM 망간 다중변환장치(718)는

ATM셀 신호를 상기 코아 서비스 플랫폼(716)과 호환 가능한 포맷을 갖는 사용자 통신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사용자 통신

을 선택된 커넥션을 통하여 상기 코아 서비스 플랫폼(716)으로 전송하여 처리한다. 상기 코아신호전파 처리기(714)로부터

코아 서비스 플랫폼(716) 전송된 처리기제어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고, 상기 사용자 통신 처리를 제어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국부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통신장치(722)가 코아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712) 또는 국부서비

스 플랫폼 시스템(704)에 의하여 처리될 호출신호전파를 송출할 수 있다. 상기 통신장치(722)는 호출신호전파를 통신장치

신호전파 처리기(724)로 전송하고, 사용자 통신을 ATM망간 다중변환장치(726)로 전송한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724)

는 호출신호전파와 사용자 통신을 적절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어한다.

제8도는 전기통신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 플랫폼의 상호대화를 예시하고 있다. 제8도에서, 국부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802)이 에지(edge)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804)과 상호 대화한다. 상기 에지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804)은 마찬가지로 코

아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806)과 상호 대화한다. 상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802, 804, 806)은 모두 호출신호전파를 다

른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망간 다중변환장치)

제9도는 본 발명에 적합한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mux)(902)의 한가지 실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다중변환장치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 ATM망간 다중변환장치(902)는 제어 인터페이스(904), OC-N/

STS-N 인터페이스(906), DS3 인터페이스 (908), DS1 인터페이스 (910), DS0 인터페이스 (912), 신호처리기 (914),

ATM 적응층(ATM adaption layer=AAL)(916), 및 OC-M/STS-M 인터페이스 (918), ISDN/GR-303 인터페이스 (920)

를 가지고 있다.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904)는 신호전파 처리기(922)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특히,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904)는 신

호전파 처리기(922)로부터 수신되는 제어신호에서 DS0커넥션과 가상 커넥션 지정을 식별한다. 상기 지정은 상기 ATM

적응층(916)에 제공하여 실시한다.

상기 OC-N/STS-N 인터페이스(906), DS3 인터페이스(908), DS1 인터페이스(910), DS0 인터페이스(912) 및 ISDN/

GR-303 인터페이스(920)는 각각 사용자 통신들을 포함하여 통신장치(924)로부터 호출신호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상기 OC-M/STS-M 인터페이스(918)는 사용자 통신을 포함하여 통신장치(926)로부터 호출신호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OC-N/STS-N 인터페이스(906)는 OC-N포맷 및 STS-N 통신신호를 수신하여, 이들을 OC-N 또는 STS-N 포맷으

로부터 DS3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 DS3 인터페이스(908)는 통신신호를 DS3포맷으로 수신하여, DS1포맷으로 변환한

다. 상기 DS3 인터페이스(908)는 OC-N/STS-N 인터페이스(906)로부터 또는 외부 커넥션으로부터 DS3을 수신할 수 있

다. 상기 DS1 인터페이스(910)는 통신신호를 DS1포맷으로 수신하여 DS0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 DS1 인터페이스(910)

는 DS3 인터페이스(908)로부터 또는 외부 커넥션으로부터 DS1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DS0 인터페이스(912)는 통신신

호를 DS0포맷으로 수신하여 상기 ATM 적응층(916)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ISDN/GR-303 인터페이스(920)는

통신신호를 ISDN포맷 또는 GR-303포맷을 수신하여 DS0포맷으로 변환한다. 또한 각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방법으로 상

기 통신장치(924)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OC-M/STS-M 인터페이스(918)는 ATM 적응층(916)으로부터 ATM셀 신호를 수신하고, 통신장치(926)로 연결하

는 커넥션을 통하여 상기 ATM셀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OC-M/STS-M 인터페이스(918)는 또한

ATM셀 신호를 OC 또는 STS포맷으로 수신하여, 상기 ATM 적응층(916)으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ATM 적응층(916)은

하나의 수렴 서브레이어 (CS)와 분할(segmentation)/재조립(reassembly)(SAR) 서브레이어를 포함한다. 상기 ATM 적응

층(916)은 상기 DS0 인터페이스(912)로부터 호출신호전파 발신장치정보를 DS0포맷으로 수신하여, ATM셀 신호로 변환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ATM 적응층은 기술적으로 주지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자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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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363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서 참조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서로 채택

하고 있는 미국특허출원 제08/395,745호(출원일: 1995. 2. 28.) "Cell Processing for Voice Transmission"에서 음성통

신신호를 위한 ATM 적응층(AAL)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상기 ATM 적응층(916)은 제어 인터페이스(904)로부터 각 호출접속용 각 DS0에 대한 가상 패스식별자(VPI)와 가상 채널

식별자(VCI)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ATM 적응층(916)은 또한 각 호출용 DS0(또는 Nx64호출을 위한 DS0)의 정

체(identity)신호를 획득한다. 상기 ATM 적응층(916)은 그 다음 식별된 DS0과 식별된 ATM 가상 커넥션 사이에 호출신

호전파 발신장치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지정신호들이 실시되었다는 긍정응답신호가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922)로 회신될

수 있다. 초당 64 Kbps의 다중 디지털 신호-0 는 Nx64호출로서 알려져 있다. 필요시에는 Nx64호출용 인터페이스(904)

를 통하여 제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ATM 적응층(916)을 구성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902)는 또한 상기 DS1 인터페이스(910), DS3 인터페이스(908), OC-

N/STS-N 인터페이스(906) 및 ISDN/GR-303 인터페이스(920)로부터 나오는 호출을 포함하여 반대방향으로, 즉, OC-

M/STS-M 인터페이스(918)로부터 DS0 인터페이스(912) 방향으로 전송되는 호출신호전파를 취급한다. 이러한 통신교통

을 위하여, VPI/VCI가 이미 선택되어 있고, 통신은 교차접속(도시되지 않았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상기 ATM

적응층(916)은 단지 선택된 VPI/VCI를 위하여 미리 선정된 DS0를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색인표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는,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922)가 이 DS0-VPI/VCI 선정신호를 제어 인터페이스(904)

를 통하여 ATM 적응층(916)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VPI/VCI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1966. 5. 28.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08/653,852호에서

"Telecommunications System with a Connection Processing System(접속처리장치를 갖는 전기통신 시스템)"라는 명

칭하에 발표되었으며, 본 발명의 참조문서로서 채택되었다.

DS0커넥션은 양방향성이며, ATM커넥션은 일반적으로 단방향성이다. 그 결과, 서로 반대 방향의 2개의 가상 커넥션은 일

반적으로 각각 DS0가 필요하다. 해당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문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차접속을 원래의 VPI/VCI세트와 같은 반대방향 VPI/VCI의 제2세트로 장비할 수 있다. 각 호출신

호전파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2VPI/VCI를 자동적으로 작동시켜 셀 신호 상에 양방향성 E0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양방향

성 가상 커넥션을 제공하도록 ATM망간 다중변환장치들을 구성할 수 있다.

몇 가지 실시 예에서는, 상기 DS0레벨에 디지털 신호처리 능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

명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처리는 호출 트리거(trigger)를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선택된 DS0회로에 에코제거(echo

cancellation) 또는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신호처리기(914)가 도시한

바와 같이 별도로 구성되거나, 또는 DS0 인터페이스(912)의 일부로서 구성되기도 한다. 특별한 회로 상에 특수 기능을 실

현시키기 위하여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902)에 제어 메시지를 송신하도록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922)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적합한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1002)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다.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

(1002)는 제어 인터페이스(1004), STK-N 전기/광학(E/O) 인터페이스(1006), E3 인터페이스(1008), E1 인터페이스

(1010), E0 인터페이스(1012), 신호 처리기(1014), ATM 적응층(1016), STK-N 전기/광학(E/O)인터페이스(1018), 및

디지털 사설망 신호시스템(DPNSS) 인터페이스(1020)를 가지고 있다.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1004)는 신호전파 처리기(1022)로부터 제어 메시지를 수신한다. 특히,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

(1004)는 신호전파 처리기(1022)로부터 수신되는 제어 메시지에서 E0커넥션 신호와 가상 커넥션 선정 신호를 식별한다.

이와 같은 지정 신호들은 ATM 적응층(1016)에 제공되어 접속이 실시된다.

상기 STM-N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06), E3 인터페이스(1008), E1 인터페이스(1010), E0 인터페이스(1012) 및 디지

털 사설망 신호 시스템 인터페이스(920)는 각각 사용자 통신을 포함하여 제2 통신장치(1024)로부터 호출신호전파를 수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TM-M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18)도 사용자 통신을 포함하여 제3 통신장치(1026)로부터 호출

신호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STM-N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06)는 STM-N 전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포맷된 통신신호들을 수신하여 STK-N 전

기적 또는 STK-N 광학적 포맷으로부터 E3 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 E3인터페이스(1008)는 통신신호를 E3포맷으로 수

신하여 E1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 E3인터페이스(1008)는 STM-N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06) 또는 외부 커넥션으로

부터 E3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E1인터페이스(1010)는 통신신호를 E1포맷으로 수신하여 E0포맷으로 변환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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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1인터페이스(1010)는 STM-N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06)로부터, 또는 E3인터페이스(1008)로부터, 또는 외부 커

넥션으로부터 E1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E0인터페이스(1012)는 통신신호를 E0포맷으로 수신하여 ATM 적응층

(1016)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디지털 사설망 신호 시스템 인터페이스(1020)는 통신신호를 DPNSS포맷으로 수

신하여 E0포맷으로 변환한다. 또한 각 인터페이스는 신호를 동일한 방법으로 제2통신장치(1024)로 전송한다.

상기 STM-M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18)는 ATM 적응층(1016)으로부터 ATM셀 신호를 수신하여 커넥션을 통하여 통

신장치(1026)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STM-M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18)는 또한 ATM셀 신호를

STM-M E/O포맷으로 수신하여 ATM 적응층(1016)으로 전송한다.

상기 ATM 적응층(1016)은 하나의 집중 서브 레이어(CS)와 하나의 분할/재조립(SAR) 서브 레이어를 포함한다. 상기

ATM 적응층(916)은 상기 E0인터페이스(1012)로부터 호출신호전파 발신장치정보를 E0포맷으로 수신하여, ATM셀 신

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ATM 적응층(1016)은 제어 인터페이스(1004)로부터 각 호출 커넥션을 위한 가상 패스 식별자와 가상 채널 식별자를

획득한다. 상기 ATM 적응층(1016)은 또한 각 호출의 정체(正體)신호를 획득한다. 상기 ATM 적응층(1016)은 그 다음 호

출신호전파 발신장치정보를 식별된 E0 및 식별된 ATM 가상커넥션 사이에 전송한다. 필요시, 상기 지정사항이 실시되었

다는 확인신호가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022)로 회신될 수도 있다. 필요시, 상기 ATM 적응층(1016)은 Nx64호출을 위하

여 제어 인터페이스(1004)를 통하여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1002)는 또한 반대방향, 즉, STM-M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18)로부

터 E0인터페이스(1012) 쪽으로, E1인터페이스(1010), E3인터페이스(1008), STM-N 전기/광학 인터페이스(1006), 및

디지털 사설망 신호 시스템 인터페이스(1020)로부터의 호출을 포함하는 반대방향 호출신호전파도 취급한다. 이와 같은

통신소통을 위하여, 상기 VPI/VCI가 이미 선택되어 통신신호가 교차접속(도시되지 않았음)을 통하여 송출되었다. 그 결

과, 상기 ATM 적응층(1016)은 단지 선정된 VPI/VCI을 위하여 미리 지정된 E0을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색인표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022)는 상기 VPI/VCI 지정을 제어 인터페이스

(1004)를 통하여 ATM 적응층(1016)으로 제공할 수 있다.

E0커넥션은 양방향성이며, ATM커넥션은 일반적으로 단방향성이다. 그 결과, 서로 반대방향의 2개 가상 커넥션들이 일반

적으로 각 E0에 필요로 하게 된다. 당해분야의 기술자들은 이것은 발명의 문맥상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차접속을 원래의 VPI/VCI의 세트와 같은 반대방향 VPI/VCI의 제2세트로 장비할 수 있다. 각 호출

신호전파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2VPI/VCI를 자동적으로 작동시켜 셀 신호 상에 양방향성 E0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양방

향성 가상 커넥션을 제공하도록 ATM망간 다중변환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에 있어서는, 상기 DS0레벨에 디지털 신호처리 능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

명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처리는 호출 트리거를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에코제거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도 있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신호처리기(1014)가 도시한 바와 같이 별도로 구성되거나, 또는 E0인터페이스(1012)의 일

부로서 구성되기도 한다. 특별한 회로 상에 특수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1002)에 제어

메시지를 송신하도록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1022)를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신호전파 처리기는 호출/접속 관리자(CCM)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전기통신 호출신호전파 메시지와 제어 메시지를

수신 및 처리하여 호출신호전파에 대한 통신로를 개설할 커넥션을 선택하여 준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호출/

접속 관리자는 SS7신호를 처리하여 임의의 호출을 위한 커넥션을 선택한다. 미국 대리인 소송사건 일정표 제1148호로 출

원중인 미국특허출원 "전지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CCM 프로세싱이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특허출원은 본 특허출원의 동

일한 양수인 에게 양도되어 있는바, 보 명세서에 참조문헌으로서 채택되어 있다.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는 커넥션의 선택 이외에 또한 호출 처리와 관련하여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호출/접

속 관리자는 경로를 제어하여 실제의 커넥션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계산 자료를 출력하고, 정보화 네트워크

기능을 작동시키며, 원거리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고, 통신소통을 관리하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평준화시키는 등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당해 분야의 기술자들은 후술하는 호출/접속 관리자를 상기 실시 예에서 적합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도는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의 변형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변형도 가능하다. 제11도의 실시 예에 있어서, 호출/

접속 관리자(1102)가 DS0과 VPI/VCI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를 제어한다. 그러나, 상기 ATM

망간 다중변환장치는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다른 통신장치 및 커넥션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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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출/접속 관리자(1102)는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 제어 플랫폼(1106), 및 응용 플랫폼(1108),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으로 구성된다. 상기 각 플랫폼(1104, 1106, 1108)들은 다른 플랫폼과 연결된다.

상기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은 외부로 SS7시스템과, 특히, 메시지 전송부(message transfer part=MTP), ISDN유저

부(ISDN user part=ISUP), 호출신호전파 접속제어부(signaling connection control part=SCCP), 정보화망 응용부

(intelligent network application part=INAP), 및 트랜잭션 케이퍼빌리티스 응용부(transaction capabilities application

part=TCAP)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연결된다. 상기 제어 플랫폼(1106)은 외부로 다중변환장치 제어기, 에코제어기, 에

코 제어기, 자원 제어기, 계산서 작성기, 및 운전부와 연결된다.

상기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은 MTP레벨 1 내지 3, ISUP, TCAP, SCCP, INAP, 및 TCAP 인터페이스 기능특성을 포

함하며, 상기 SS7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을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ISUP, SCCP, INAP, 및 TCAP 기능특성은 메시지 전송

부(MTP)를 이용하여 SS7메시지를 송수신한다. 이 기능특성은 함께 "SS7 스택(stack)"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잘 알려

져 있다. 상기 SS7스택을 구성하기 위하여 당업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시중에서, 예를 들어, 트릴리움(Trillium)

회사로부터 획득이 가능하다.

상기 제어 플랫폼(1106)은 다중변환장치 인터페이스, 에코 인터페이스, 자원제어 인터페이스, 계산기 인터페이스, 및 운전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각종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다중변환장치 인터페이스는 최소 하나 이상의 다중변환장치

와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 메시지는 DS0을 VPI/VCI로의 지정, 수취확인, 및 현 상태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상기 에코제어

인터페이스는 에코제어 시스템과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 때 에코제어 시스템과 교환된 메시지는 특정 DS0들 상에서 에코

제거를 사용(enable) 또는 금지(disable)에 관한 지시, 수신확인, 및 현 상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원제어 인터페이스는 외부 자원과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러한 자원의 예를 들면, 연결성시험(導通試驗), 암호화, 압

축, 톤 신호 검출/전송, 음성신호 검출, 및 음성 메시지 송신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들을 말한다. 상기 자원들과 교환된

메시지는 자원을 특정 디지털 신호0으로의 적용을 지시하거나, 수신확인 및 현 상태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메시지가 연결성시험자원(continuity testing resource)으로 하여금 역순환(loopback)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결성

시험을 위하여 톤을 송출하고 검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상기 계산서 작성 인터페이스는 관련된 계산서 정보를 계산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전형적인 계산서 정보는 호출 당사자,

호출 시점, 및 그 호출에 적용된 특수 기능을 포함한다. 운용 인터페이스는 호출/접속 관리자(1102)의 구성과 제어를 가능

케 하여준다. 당해분야의 기술자는 제어 플랫폼(1106)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

할 것이다.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커넥션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으로부터 수신되는 호출신호전파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선택된 커넥션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다중변환장치를 위하여 제어 플랫폼

(1106)으로 제공된다.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확인(validation), 변환(translation), 경로지정, 호출제어, 제외, 스크리

닝(screening), 및 에러 처리(error handling)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다중변환장치에 대한 제어 사항을 제공하는 외

에도, 응용 플랫폼(1108)은 또한 에코제어 및 자원제어를 위한 제어요구 사항을 상기 제어 플랫폼(1106)의 적절한 인터페

이스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의 전송을 위한 호출신호전파정보를 발생

한다. 상기 호출신호전파정보는 외부 네트워크 요소들에 대한 ISUP, INAP, 또는 TCAP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각 호출에

대한 관련정보는 호출을 위한 호출제어블록(CCB) 내에 저장된다. 이 호출제어블록은 호출을 추적하고, 계산서 작성을 위

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전반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규정한 기본호출모델(Basic Call Model=BCM)에 일치하게

운용된다. 상기 기본호출모델의 한가지 예로서 매 호출을 처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상기 기본호출모델은 발신 프로세

스와 종료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서비스 제어기능(service control function = SCF)을 동작시

키는데 사용되는 서비스 스위칭 기능(service switching function = SSF)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서비스 제어기능

은 서비스 제어 포인트(service control point = SCP)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비스 제어기능은 TCAP 또는 INAP메시

지와 함께 질의를 받는다. 상기 발신 또는 종료 프로세스는 서비스 스위칭 기능을 통하여 정보화망 기능특성을 갖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ITU-T Z.100에서 규정된 SDL(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상기 SDL언어는 C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C 및 C++코드를 필

요에 따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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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출/접속 관리자(CCM)(1102)는 컴퓨터에 탑재된 상기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컴퓨터는 솔라리스

(Solaris)운영시스템과 재래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Integrated Micro Products(IMF) FT-Sparc 600일 수

있다. 이 때, 유닉스 운영 시스템의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도로부터 상기 응용 플랫폼(1108)은 호출신호전파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수많은 시스템을 제어하고, 호출접속과 서

비스를 용이하게 하여준다. 상기 SS7호출신호전파는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을 통하여 외부구성부분과 교환되고, 제

어정보는 제어 플랫폼(1106)을 통하여 외부 시스템과 교환된다. 유리하게도,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1102)는 스위칭 매트

릭스에 결합된 스위치 CPU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 상기 서비스 제어 포인트(SCP)와는 달리,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

(1102)는 TCAP질의와는 독립적으로 ISDN유저부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SS7메시지는 잘 알려져 있다. 각종 SS7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당업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지정을 잘 알고 있다.

(SS7 메시지 지정)

ACM -- Address Complete Message(어드레스 완료 메시지)

ANM -- Answer Message (응답 메시지)

BLO -- Blocking(블록킹)

BLA -- Blocking Acknowledgment(블록킹 긍정응답)

CPG -- Call Progress(호출 진행)

CRG -- Charge Information(요금 정보)

CGB -- Circuit Group Blocking(회로그룹 블록킹)

CGBA -- Circuit Group Blocking Acknowledge(회로그룹 블록킹 긍정응답)

GRS -- Circuit Group Reset(회로그룹 리세트)

GRA -- Circuit Group Reset Acknowldege(회로그룹 리세트 긍정응답)

CGU -- Circuit Group Unblocking(회로그룹 블록킹 해제)

CGUA -- Circuit Group Unblocking Acknowledge(회로그룹 블록킹 해제 긍정응답)

CQM -- Circuit Group Query(회로그룹 질의)

CQR -- Circuit Group Query Response(회로그룹 질의 응답)

CRM -- Circuit Reservation Message(회로유보 메시지)

CRA -- Circuit Reservation Acknowledge(회로유보 긍정응답)

CVT -- Circuit Validation Test(회로 타당성 테스트)

CVR -- Circuit Validation Response(회로 타당성 응답)

CFN -- Confusion(혼동)

COT -- Continuity(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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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 -- Continuity Check Request(연결성검사 요구)

EXM -- Exit Message(퇴출 메시지)

INF -- Information(정보)

INR -- Information Request(정보요구)

IMA -- Initial Address(초기주소)

LPA -- Loop Back Acknowledgment(역순환 긍정응답)

PAM -- Pass Along(통과)

REL -- Release(발송)

RLC -- Release Complete(완전발송)

RSC -- Reset Circuit(회로 리세트)

RES -- Resume(속행(續行))

SUS -- Suspend(중지)

UBL -- Unblocking(블록킹 해제)

UBA -- Unblocking Acknowledgment(블록킹 해제 긍정응답)

UCIC -- Unequipped Circuit Identification code(미장치 회로 표시)

(CCM 목록표)

호출신호전파처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면을 수반한다. 첫째, 착신(incoming) 또는 "발신(originating)"접속이 발신호출

프로세스에 의하여 인식된다. 예를 들어, 임의의 한 호출이 회로망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초기 접속은 그 회로망

내에서 발신 접속이다. 둘째로, 출신(outgoing) 또는 "착신(terminating)"접속이 착신호출 프로세스에 의하여 인식된다. 예

를 들어, 착신 커넥션은 호출을 회로망을 통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발신접속에 연결된다. 상기 호출신호전파처리의 두 가지

면은 호출신호전파의 발신측과 착신측을 말한다.

제12도는 기본호출모델을 실행하기 위하여 응용 플랫폼(1108)에 의하여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참조시키는 일련의 목록표에 의하여 수행된다. 포인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능과 인덱스의 지정을

포함한다. 다음의 기능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고, 다음의 인덱스는 그 표에 입력 또는 입력범위를 참조한다. 상기 데이터 구

조는 트렁크 회로 목록표(1202),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ANI)목록표(1208), 피호

출번호 목록표(1210), 및 루팅 목록표(1212)를 포함한다.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1202)는 접속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접속은 DS0 또는 ATM 커넥션이다. 초기

에,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1202)는 발신접속에 관한 정보를 독출하는데 사용된다. 나중에,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

(1202)는 착신 커넥션에 관한 정보를 독출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발신접속이 처리되고 있을 때,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

(1202)의 트렁크 그룹 번호는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내의 발신접속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트렁크 그룹을 참조한다.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는 발신 및 착신 트렁크 그룹에 관계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발신접속이 처리되고 있을

때,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는 발신접속을 위한 트렁크 그룹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며, 통상 예외 목록표(1206)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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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외 목록표(1206)는 호출의 경로지정 또는 다른 처리방법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출에 관계되는 각종 예외조

건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예외 목록표(1206)는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를 참조한다. 그렇지만, 이

예외 목록표(1206)는 직접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 또는 루팅 목록표(1212)를 참조할 수도

있다.

상기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는 호출자번호와 관계되는 특별한 특징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호출자번호는 통상

자동번호식별(ANI)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는 주로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를 참조한다. 그

러나, 이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는 직접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또는 루팅 목록표(1212)를 참조할 수도 있다.

상기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는 피호출번호를 기초로한 경로지정 요건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표준 전화호출의

경우이다. 상기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는 주로 루팅 목록표(1212)를 참조한다. 그렇지만, 상기 피호출번호 목록표

(1210)는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를 참조할 수도 있다.

상기 루팅 목록표(1212)는 각종 접속을 위하여 호출경로에 관계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기 루팅 목록표(1212)는 한

포인터로부터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 또는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 중의 하나로 입력된다. 상

기 루팅 목록표(1212)는 주로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내의 트렁크 그룹을 참조한다.

상기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 또는 루팅 목록표(1212)가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를 참조할 때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착신 트렁크 그룹을 선택한다. 상기 착신 커넥션이 처리되고 있을

때는,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내의 트렁크 그룹번호가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내에 적용 가능한 착신 커

넥션을 포함하고 있는 트렁크 그룹을 참조한다.

상기 착신 트렁크 회로는 호출을 연장하는데 사용된다. 이 트렁크 회로는 통상 VPI/VCI 또는 DS0이다. 따라서, 목록표를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한 착신 커넥션이 호출을 위하여 선택될 수 있다.

제13도는 제12도의 오버레이(overlay) 이다. 제12도의 목록표는 그대로 있지만, 설명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 포인터는 생

략하였다. 제13도는 제12도의 목록표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목록표를 도시하고 있다. 이들은 호출/접속 관리자

식별(CCM ID) 목록표(1302), 처리 목록표(1304), 질의/응답 목록표(1306), 및 메시지 목록표(1308)를 포함한다.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 식별 목록표(1302)는 각종 CCM SS7 포인트 코드를 포함한다. 이 CCM ID 목록표(1302)는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로부터 접근할 수 있으며,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로 역참조(逆參照: point back)할 수 있다.

상기 처리 목록표(1304)는 호출처리를 진행하는 도중에 취해지는 각종 특수 조치를 식별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송 메

시지(release message = REL)와 원인치(原因値) 송신의 원인이 된다. 상기 처리 목록표(1304)는 트렁크 회로 목록표

(1202),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 루팅 목

록표(1212) 및 질의/응답 목록표(1306)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상기 질의/응답 목록표(1306)는 상기 서비스 제어기능(SCF)을 동작시키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기 질의/응

답 목록표(1306)는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 피호출번호 목록표

(1210), 및 루팅 목록표(1212)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상기 질의/응답 목록표(1306)는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 예외

목록표(1206), 자동번호식별 목록표(1208), 피호출번호 목록표(1210), 루팅 목록표(1212), 및 처리 목록표(1304)를 참조

시킨다.

상기 메시지 목록표(1308)는 호출의 착신 측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지시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메시지

목록표(1308)는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로부터 접근할 수 있으며, 역으로 트렁크 그룹 목록표(1204)로 참조할 수 있다.

제14도 - 제21도는 상술한 각종 목록표를 예시한다. 제14도는 트렁크회로 목록표를 예시한다. 초기에, 상기 트렁크회로

목록표는 발신회로에 관한 정보를 접근하는데 사용된다. 나중에 처리과정에서, 상기 트렁크회로 목록표는 착신회로에 관

한 정보를 접근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발신회로 처리를 위하여, 관련 포인트 코드를 사용하여 상기 목록표를 입력한다. 이

것이 발신회로와 관련된 스위치 또는 호출/접속 관리자의 포인트 코드이다. 착신회로 처리를 위하여, 상기 트렁크 그룹번

호를 사용하여 상기 목록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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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록표는 또한 회로식별코드(CIC)를 포함한다. 이 회로식별코드는 통상적인 DS0 또는 VPI/VCI의 회로를 식별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SS7회로식별코드를 ATM VPI/VCI로 매핑(mapping)할 수 있다. 만약 회로가 ATM일 경우, 가상 패스

(VP)와 가상 채널(VC)도 역시 식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면에서 그룹멤버 번호는 착신회로 선택을 위하여 사용되

는 숫자코드이다. 도면에서 하드웨어 식별자는 발신회로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위치를 식별한다. 도면에서 에코 제거기 식

별자 항목(entry)은 발신회로를 위한 에코 제거기를 식별한다.

나머지 항목(fields)은 호출처리 과정 중에 기록되는 동적(動的)인 기록항목이다. 도면에서 에코제어 항목은 호출신호전파

메시지의 3개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기록된다. 즉, IAM 또는 CRM 내의 에코 저지장치 지시기, IAM 또는 CRM 내의 에코

제어장치 지시기 및 IAM 내의 정보 전송능력 등이다. 이 정보는 해당 호출에 에코제어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도면에서 위성 지시기 기술항목은 IAM 또는 CRM 내의 위성 지시기로 기록된다. 너무 많은 위성이 사용되면, 호출을

거절하는데 사용된다. 도면에서 회로현황은 기정(旣定)의 회로가 유휴 또는 폐색 되었나의 여부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회

로상태는 예를 들어 회로의 과도(過渡) 또는 활동상태 등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시간/날자는 상기 유휴회로

의 유휴상태 개시 시점을 나타낸다.

제15도는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를 예시한다. 발신처리과정 동안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로부터 수신된 트렁크 그룹 번

호는 상기 트렁크 목록표에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호출충돌 해답(glare resolution) 항목은 호출충돌 상태를 해결하는 방

법을 나타낸다. 만약 호출충돌 항목이 "우수/기수(even/odd)"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상위 포인트 코드를 갖는 네트워크

요소가 우수(偶數) 회로들을 제어하고, 하위 포인트 코드를 갖는 네트워크 요소가 기수(奇數) 회로들을 제어한다. 만약 호

출충돌 항목이 "모두(all)"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CCM)가 모든 회로를 제어한다. 만약 호출충돌 항목

이 "없음(none)"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CCM)는 제어를 포기한다. 도면에서 연결성제어 항목은 트

렁크 그룹에 대한 연결성시험을 요구하는 호출의 백분율을 열거한다.

도면에서 공통어 위치식별자(CLLI : common language location identifier=CLLI) 항목은 벨코아(Bellcore) 표준항목이

다. 도면에서 위성 트렁크 그룹 항목은 당해 트렁크 그룹이 위성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면에서 위성 트렁크 그룹 기

술항(記述項)은 당해 호출이 너무 많은 위성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술한 위성 지시기 항목과 관

련하여 사용되며, 그와 같은 호출은 거절되어야 한다. 도면에서 서비스 지시기(service indicator)는 수신 메시지가 호출/

접속 관리자(CCM)(비동기 전송모드)로부터 또는 스위치(시분할 다중방식)로부터 수신되는 것인지를 표시한다. 도면에서

발신 메시지 인덱스(outgoing message index=OMI)는 발신 메시지가 파라미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메시지 목록표를 참

조시킨다. 도면에서 관련번호 평면지역(또는 관련 NPA)( associated number plan area=NPA) 항목은 지역코드를 식별

한다.

선택순서는 커넥션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될 방법론을 표시한다. 도면에서 선택순서 항목의 명칭들은 트렁크 그룹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기초로 회로를 선택하도록 지시한다. 즉, 최소 유휴, 최대 유휴, 상승, 하강, 시계방향, 시계반대방향 등

등. 홉카운터(hop counter)는 IAM으로부터 감소된다. 만약 도면에서 홉카운터가 영(0)이면, 호출이 발신된다. 자동폭주제

어(ACC : Automatic Congestion Control) 액티브(active) 항목은 폭주제어기능의 동작 여부를 표시한다. 만약 폭주제어

가 동작 중이면, 상기 호출/접속 관리자(CCM)는 당해 호출을 발신한다. 착신 처리 과정 동안에는 다음기능 항목 및 인덱스

항목이 트렁크 회로 목록표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제16도는 예외 목록표를 예시한다. 인덱스는 목록표를 입력하기 위한 포인터로서 사용된다. 도면에서 캐리어 선택 식별 파

라미터는 호출자가 회로망에 도달한 방법을 표시하며, 일정한 형태의 호출에 대한 경로지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아래 사항

은 도면에서 캐리어 선택 식별(ID) 항목에 사용된다. 즉, 예비 또는 불표시(不表示), 미리 예약되어 있으나 호출자가 입력

하지 않은 선택된 캐리어 식별코드, 및 미리 예약되지 않았으나 호출자가 입력한 선택된 캐리어 식별코드 등이다. 도면에

서 캐리어 식별 항목(ID)은 호출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회로망을 나타낸다. 이것은 호출신호전파를 직접 원하는 회로망

으로 경로를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도면에서 피호출자항목의 어드레스 특성은 0+호출, 1+호출, 테스트 호출, 및 국제호

출 사이를 차별하여 구분한다. 예를 들어, 국제 호출은 미리 선택된 국제 캐리어로 경로가 지정된다.

피호출자 항목에서 "…부터의 디지트" 및 "…로의 디지트"는 피호출번호의 정의된 범위에서의 독특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도면에서 "…부터의 디지트" 항목은 1 내지 15 범위의 10진 숫자이다. 숫자의 길이는 임의로 할 수 있다. 만약 15 자릿수

보다 적게 입력되면, 나머지는 0 숫자들로 채워진다. 도면에서 "…로의 디지트" 항목은 1 내지 15 범위의 10진 숫자이다.

숫자의 길이는 임의로 할 수 있다. 만약 15 자릿수 보다 적게 입력되면, 나머지는 9 숫자들로 채워진다. 다음기능항목 및

인덱스 항목은 일반적으로 자동번호식별 목록표인 다음의 목록표로 참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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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자동번호식별(ANI) 목록표를 예시한다. 인덱스 난은 목록표의 항목을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도면에서 호출자 카

테고리는 예를 들어 시험호출, 긴급호출, 및 통상호출과 같은 호출자의 종류를 구분한다. 호출자/차지 넘버(charge

number) 어드레스의 입력 특성은 자동번호식별을 획득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다음은 상기 항목에 사용되는 목록표 작성

내용이다. 즉, 불명, 유니크(unique) 가입자 번호들, 자동번호식별을 이용할 수 없거나 제공되지 않음, 유니크 국가번호, 호

출자의 자동번호식별이 포함됨, 호출자의 자동번호식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호출자의 자동번호식별은 국가번호, 비유

니크 가입자 번호, 비 유니크 국가번호, 비유니크 국제번호, 선로시험코드, 및 기타 파라미터 값들을 포함한다.

"…부터의 디지트(digits from)" 및 "…로의 디지트(digits to)" 항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번호식별에 독특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입력은 상기 자동번호식별이 에코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데이터 장치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표시한

다. 발신 선로 정보(Originating line information=OLI)는 보통 가입자, 다수공동선, 자동번호식별 고장, 스테이션 레벨 레

이팅(station level rating), 특별 오퍼레이터 핸들링(operator handling), 자동확인 외부 다이얼링,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를 이용한 코인 또는 논-코인(non-coin) 호출, 800/888 서비스 호출, 코인(coin), 교도소/입소자 서비스, 감청(blank, 장

애, 정기적), 오퍼레이터 취급 호출, 외부 광역통신 서비스, 통신중계 서비스, 셀 방식 무선통신 서비스, 사설공중전화

(private paystation), 사설 가상 통신망 서비스 등을 구별한다. 도면에서 "다음기능(next function)" 항목과 "다음 인덱스

(next index)" 항목은 일반적으로 피호출번호 목록표인 다음 목록표를 참조한다.

제18도는 피호출번호 목록표를 예시한다. 도면에서 인덱스 항목은 목록표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도면에서 피호출번호

번지성격 항목은, 예를 들어, 국내 대 국제 다이얼 번호의 종류를 표시한다. 도면에서 "…부터의 디지트(digits from)" 및

"…로의 디지트(digits to)" 항목은 피호출번호의 범위에 독특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상기 처리는 제16도의 "…부터의 디

지트(digits from)" 및 "…로의 디지트(digits to)" 항목의 처리논리를 따른다. 도면에서 다음기능 및 다음 인덱스 항목은 주

로 경로지정 목록표인 다음 목록표를 참조한다.

제19도는 경로지정 목록표를 예시한다. 인덱스 항은 목록표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중계망선택(transit network

selection=TNS)난의 네트워크식별계획 항목은 회로식별코드(CIC)를 위한 숫자를 나타낸다. 상기 중계망선택 난의 "…부

터의 숫자(digits from)" 및 "…로의 숫자(digits to)" 항목은 국제 캐리어를 식별하기 위한 숫자범위를 정의한다. 도면에서

회로코드 항목은 호출회로 상에 오퍼레이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경로지정 목록표에서 다음기능 및 다음 인덱스 항

목들은 트렁크 그룹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 및 제3의 다음기능/인덱스 항목들은 대체경로를 정의한다. 제3의

다음기능 항목은 또한 대체경로선택의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지정 목록표에서 또 다른 다음기능 세트로 역참조(逆參

照)할 수 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다른 항목은 처리 목록표에 대한 포인터들이다. 만약 상기 경로지정 목록표가 트렁크 그

룹 목록표를 참조하면, 그 트렁크 그룹 목록표는 주로 트렁크 회로 목록표에서 한 트렁크 회로를 참조하는 것이다. 상기 트

렁크 회로 목록표로부터의 출력(yield)은 당해 호출신호전파에 대한 착신접속이다.

제14-19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출 프로세스 들이 발신접속을 위한 트렁크 회로 목록표에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

하고 포인터를 이용하여 상기 목록표들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상기 목록표들을 구성하고 서로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상기 목록표들의 출력은 주로 상기 트렁크 회로 목록표에 의하여 식별된 착신 커넥션이다.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처

리는 커넥션 대신에 처리 목록표에 의하여 명시된다. 만약, 처리중 어느 한 시점에 한 트렁크 그룹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

처리는 착신 회로 선택을 위하여 직접 트렁크 그룹 목록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호출신호전파를 특정한 자동번

호식별기로부터 트렁크 그룹의 특별 세트를 거쳐 송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자동번호식별 목록표는 직접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료로 참조하고, 상기 트렁크 그룹 목록표는 착신회로를 위한 트렁크 회로 목록표를 참조한다. 상기

목록표들을 통한 디폴트 패스는 트렁크 회로, 트렁크 그룹, 예외, 자동번호식별, 피호출번호, 경로지정, 트렁크 그룹, 및 트

렁크 회로이다.

제20도는 처리 목록표를 예시하고 있다. 인덱스 또는 원인번호를 수신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목록표 입력에 사용된다. 만

약 상기 인덱스가 기록되고 목록표를 입력하는데 사용되면, 일반적인 위치, 부호화 표준, 및 원인값 지시기가 SS7 REL을

출력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원인값 수신 메시지 항목은 수신된 SS7 메시지 내의 원인값이다. 만약 상기 원인값 수신 메시

지 항목이 기록되고 목록표에 입력되면, 상기 메시지로부터의 원인값은 호출/접속 관리자로부터의 REL에서 사용된다. 도

면에서 다음기능과 다음 인덱스는 다음 목록표를 참조한다.

제21도는 메시지 목록표를 예시한다. 이 목록표는 호출/접속 관리자가 발신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도면에 예시된 목록표의 메시지 종류(message type) 항목에는 목록을 기술하며, 발신 표준 SS7 메시지 종

류를 나타낸다. 파라미터(parameters) 항목은 상기 발신되는 SS7 메시지 내에 포함되는 관련된 파라미터이다. 상기 목록

표에서 인덱스 항들은 트렁크 그룹 목록표 안에 각종 입력사항을 참조하며, 발신하는 메시지 내의 파라미터들을 변경할 필

요가 없는지, 생략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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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실시 예로부터 여러 가지의 변형이 본 발명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

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고려되어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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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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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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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등록특허 10-0567479

- 26 -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삭제

청구항 75.
삭제

청구항 76.
삭제

청구항 77.
삭제

청구항 78.
삭제

청구항 79.
삭제

청구항 80.
삭제

청구항 81.
삭제

청구항 82.
삭제

청구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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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84.
삭제

청구항 85.
삭제

청구항 86.
삭제

청구항 87.
삭제

청구항 88.
삭제

청구항 89.
삭제

청구항 90.
삭제

청구항 91.
삭제

청구항 92.
삭제

청구항 93.
삭제

청구항 94.
삭제

청구항 95.
삭제

청구항 96.
삭제

청구항 97.
삭제

청구항 98.
삭제

청구항 99.
삭제

청구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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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01.
삭제

청구항 102.
삭제

청구항 103.
삭제

청구항 104.
삭제

청구항 105.
삭제

청구항 106.
삭제

청구항 107.
삭제

청구항 108.
삭제

청구항 109.
삭제

청구항 110.
삭제

청구항 111.
삭제

청구항 112.
삭제

청구항 113.
삭제

청구항 114.
삭제

청구항 115.
삭제

청구항 116.
삭제

청구항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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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18.
삭제

청구항 119.
삭제

청구항 120.
삭제

청구항 121.
삭제

청구항 122.
삭제

청구항 123.
삭제

청구항 124.
삭제

청구항 125.
삭제

청구항 126.
삭제

청구항 127.
삭제

청구항 128.
삭제

청구항 129.
삭제

청구항 130.
삭제

청구항 131.
삭제

청구항 132.
삭제

청구항 133.
삭제

청구항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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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35.
삭제

청구항 136.
삭제

청구항 137.
삭제

청구항 138.
삭제

청구항 139.
삭제

청구항 140.
삭제

청구항 141.
삭제

청구항 142.

(정정)

통신시스템(104) 동작방법으로서,

ATM과 같은 제1통신포맷의 사용자 통신에 관련된 신호전파를 신호전파 처리시스템(110)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신호전파 처리시스템에서, 서비스 플랫폼(112)을 선택하여 신호전파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신호전파 처리시스템에서,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1메시지 및 제2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는 단계와;

제1통신포맷의 사용자 통신과 상기 제1메시지를 망간접속장치(114)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망간접속장치(114)에서, 제1통신포맷으로부터 TDM과 같은 제2통신포맷으로 사용자 통신신호를 변환하고, 제1메시지에

응답하여 제2통신포맷의 사용자 통신신호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

스템 동작 방법.

청구항 143.

제142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는 단계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커넥션(126)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시스템 동작방법.

청구항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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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파는 초기어드레스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동작방법.

청구항 145.

제142항에 있어서,

제1통신포맷은 비동기 전송모드 통신포맷이고, 제2통신포맷은 시분할다중 통신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동

작방법.

청구항 146.

(정정)

제142항에 있어서,

TDM과 같은 제2통신포맷에서의 사용자통신 신호와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2메시지를 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신하는 단

계와;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2메시지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동작방

법.

청구항 147.

(정정)

제146항에 있어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3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는 단계와;

제3메시지를 신호전파처리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신호전파처리시스템에서 제3메시지에 응답하여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4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는 단계와;

망간접속장치에서 제4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망간접속장치에서 제4메시지에 응답하여 사용자 통신신호를 다른 수신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동작방법.

청구항 148.

(정정)

통신시스템(104)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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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과 같은 제1통신포맷의 사용자통신에 관한 신호전파를 수신하고, 이 신호전파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비스 플랫폼(112)을 선택하고,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1메시지 및 제2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는 신호전파처리시스템

(110)과;

제1메시지 및 제1통신포맷의 사용자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제1메시지에 응답하여 사용자통신을 제1통신포맷으로부터

TDM과 같은 제2통신포맷으로 변환하며, 제2통신포맷의 사용자통신을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망간접속장치(114)

와;

신호전파처리시스템을 망간접속장치에 결합하는 통신링크(120)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9.

제148항에 있어서,

신호전파처리시스템은 한 커넥션(126)을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50.

제148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파는 초기어드레스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51.

제14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통신포맷은 비동기 전송모드 통신포맷이고, 제2통신포맷은 시분할다중통신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

템.

청구항 152.

(정정)

제148항에 있어서,

TDM과 같은 제2통신포맷에서의 사용자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2메시지를 수신하며, 이 제2메

시지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과;

신호전파처리시스템과 서비스플랫폼을 연결하는 통신링크(118)와;

망간접속장치와 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신커넥션(12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53.

(정정)

제15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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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3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고;

상기 신호전파 처리시스템은 제3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제3메시지에 기초하여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4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며;

상기 망간접속장치는 제4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제4메시지에 응답하여 사용자통신을 다른 수신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54.

전기통신 신호전파 처리를 수행하는 호출/접속 관리자(1102)로서,

ATM과 같은 제1통신포맷의 사용자통신에 관한 신호전파를 수신하는 호출신호전파 플랫폼(1104)과;

신호전파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고, 사용자통신을 제1통신포맷으로부터 TDM과 같

은 제2통신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망간접속장치용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1메시지를 생성하여 제2통신포맷의 사용자

통신을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용 프로세서 제어메시지인 제2메시지를 생성

하는 응용 플랫폼(1108)과;

제1메시지 및 제2메시지를 전송하는 제어 플랫폼(1106)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통신 신호전파 처리시스템.

청구항 155.

제154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커넥션(126)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통신 신호전파 처리시

스템.

청구항 156.

제154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파는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통신 신호전파 처리시스템.

도면

등록특허 10-0567479

- 34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67479

- 35 -



도면3

등록특허 10-0567479

- 36 -



도면4

등록특허 10-0567479

- 37 -



도면5

등록특허 10-0567479

- 38 -



도면6

등록특허 10-0567479

- 39 -



도면7

등록특허 10-0567479

- 40 -



도면8

등록특허 10-0567479

- 41 -



도면9

등록특허 10-0567479

- 42 -



도면10

등록특허 10-0567479

- 43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567479

- 44 -



도면13

등록특허 10-0567479

- 45 -



도면14

등록특허 10-0567479

- 46 -



도면15

등록특허 10-0567479

- 47 -



도면16

등록특허 10-0567479

- 48 -



도면17

등록특허 10-0567479

- 49 -



도면18

등록특허 10-0567479

- 50 -



도면19

등록특허 10-0567479

- 51 -



도면20

등록특허 10-0567479

- 52 -



도면21

등록특허 10-0567479

- 5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23
도면 34
 도면1 35
 도면2 35
 도면3 36
 도면4 37
 도면5 38
 도면6 39
 도면7 40
 도면8 41
 도면9 42
 도면10 43
 도면11 44
 도면12 44
 도면13 45
 도면14 46
 도면15 47
 도면16 48
 도면17 49
 도면18 50
 도면19 51
 도면20 52
 도면21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