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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교환기의 프로세서 재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데이터 적재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교환기의 다중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적재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프로세서 재시동시 상위 

프로세서가 여러 하위 프로세서에게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를 하는 경우에, 1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하게 적재

가 끝난 후 다른 프로세서에게 적재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프로세서들이 모든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적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시스템 다운(DOWN)시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특정 메모리를 1회 액세스(Access)하여 정의된 IPC 형태로

포맷하여 1회의 송신 절차를 통하여 여러 프로세서에게 같은 내용의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송신하여 동시에 적

재가 되도록 하는 다중방식 적재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교환기의 프로세서 재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방법을 보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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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 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 시동시 다중 방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프로세서에게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시키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적재를 통해 시스템의 중단 시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이동통신교환기

의 프로세서 재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시동시 상위 프로세서로부터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받아 적재한

다. 이때,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은 1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하게 적재가 끝난 후 다른 프로세서에게

적재가 시작되는 순차적인 적재 방법이었다.

즉, 여러 프로세서에게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시, 1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하게 적재가 끝난 후 다른 프로세서에

게 적재하였다.

여러 프로세서에게 같은 내용의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시 순차적으로 적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서들

이 모든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적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시스템 다운(DOWN)시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 시동시 상위 프로세서로부터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받아 

적재하는 경우에, 종래의 1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하게 적재가 끝난 후 다른 프로세서에게 적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

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재시동시 다중 방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프로세서에

게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시키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적재를 통해 시스템의 중단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특정 메모리를 1회 액세스(Access)하여 정의된 IPC 형태로

포맷하여 1회의 송신 절차를 통하여 여러 프로세서에게 같은 내용의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송신하여 동시에 적

재가 되도 록 하는 다중방식 적재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동작은 다중 방식을 이용하여 프로세서에게 적재할 데이터 및 S/W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알고리즘이다.

다중방식 적재란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특정 메모리를 1회 액세스(Access)하여 정의된 IPC 형태

로 포맷하여 1회의 송신 절차를 통하여 여러 프로세서에게 같은 내용의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송신하여 동시에 

적재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1회의 송신 절차란 통상적으로 여러 프로세서와, IPC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기 정의된 각각의 프로세서의 어

드레스를 지정하여 그 대표 주소를 지정하여 1회의 송신으로 여러 프로세서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말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교환기의 프로세서 재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동 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시동시 상위 프로세서로부터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받아 다수의 하위 프로세

서에 적재하는 벙법에 있어서, 상위 프로세서가 하위 프로세서로부터 요구받은 데이터 전달을 위한 로딩을 시작(S1)

하면 1회의 액세스로 하위 프로세서에 전달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단계(S2)와, 그 메모리의 액세

스에 에러가 없는지를 체크하여(S3) 에러가 없으면, 기 정의된 IPC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

S4)와, 작성된 메시지에 하위 프로세서의 그룹핑된 대표 주소를 삽입하여 다중방식 적재를 위해 메시지를 해당 주소

로 송신하는 메시지 송신단계(S5)와, 그 그룹핑된 대표 주소로 송신된 메시지를 받는 그룹핑된 주소내의 여러 프로세

서가 동시에 상기 송신된 IPC형태의 메시지를 수신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는 단계(S6)를 수행하도록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다수의 하위프로세서가 동일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해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일한 프로

그램과 데이터를 적재해야하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동일한 그룹 주소로 그룹핑 하고, 상위 프로세서가 다수의 하위 프

로세서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다운로딩 시킬 때에 그 그룹핑 된 대표주소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IPC형태로 변환시켜 송신하고, 동일 그룹내의 다수의 하위 프로세서들은 상기 상위 프로세서에서 송신한 IPC형태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동시에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게 된다.

이동통신 교환기 시스템에서 다중 방식 적재방법이 도입된 예를 들면, 상위 프로세서인 CCP가 하위 프로세서인 15

개의 SVC로부터 적재 요구를 받으면, CCP는 해당 SVC로 내려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특정 메모리를 1회 액세스(A

ccess)하여 기 정의된 IPC 형태로 메모리의 내용을 변환시킨 후 송신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그룹핑된 SVC의 대표 주

소를 세트(Set)하여 송신한다. 하위 프로세서인 여러 SVC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받아 시작(Start Up)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시동시 상위 프로세서로부터 

여러개의 하위 프로세서가 동시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받는 다중 적재방식으로 하위 프로세서로 다운로딩하도

록 함으로써, 신속한 적재를 통해 시스템의 중단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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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 통신 교환기에서 프로세서 재시동시 상위 프로세서로부터 S/W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받아 다수의 하위 프로세

서에 적재하는 벙법에 있어서,

상위 프로세서가 하위 프로세서로부터 요구받은 데이터 전달을 위한 로딩을 시작(S1)하면 1회의 액세스로 하위 프로

세서에 전달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단계(S2)와,

그 메모리의 액세스에 에러가 없는지를 체크하여(S3) 에러가 없으면, 기 정의된 IPC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메시지

를 작성하는 단계(S4)와,

작성된 메시지에 하위 프로세서의 그룹핑 된 대표 주소를 삽입하여 다중방식 적재를 위해 메시지를 해당 주소로 송신

하는 메시지 송신단계(S5)와,

그 송신된 메시지를 받는 그룹핑 된 주소내의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상기 IPC형태의 메시지를 수신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는 단계(S6)를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의 프로세서 재시동을 위

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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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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