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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1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1 흐름을 그리고 제2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2

흐름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기 제1 흐름은 비접속 네트워크(unconnected networ

k)를 통해 상기 제1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며, 상기 제2 흐름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

를 통해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한 후에 접속 네트워크(connected network)를 통해 콘텐

트 서버(6)에 의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된다. 상기 독창적인 방법은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콘텐트 서

버(6)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 및 예약된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상기 고 처리율 링크를 통해 상기 클라

이언트 단말기(2)로 제2 흐름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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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흐름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른 서비스 품

질(QoS) 조건들을 가지고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흐름들을 동일한 단말기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IP 흐름들과 같이 데이터 흐름들을 전달 및 스위칭하기 위한 구조는 라우팅 원리에 기초한다.

라우터는, 흐름들이 통과하도록, 네가티브 IP 또는 예를 들면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와 같이 다른 프

로토콜로 캡슐화된 것중 어느 하나인 다른 프로토콜들을 사용하는 2개의 네트워크들간의 인터페이스이다. 일반적으

로, 라우팅은 전달될 패킷들의 헤더를 분석하는 것에 기초한다.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에서 패킷들의 라우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드는 패킷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송하기 

전에 모든 다른 노드들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이것은 바로 얻어질 수 없다. 또한, 제1 단계로서, 

라우팅은 패킷 스위치 및 라우팅 테이블인 다수의 성분들에 의해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스위칭 노드는 패킷들로부터

얻은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출력 라인들(output lines)을 가지고 형성된다. 상기 패킷들은 라우팅 테이블로부터 출력 

라인을 향해 스위칭됨 으로써 라우팅된다.

공지된 종래 기술에서, 라우팅은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의 정의를 상대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스테이

션들로의 그의 전송을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중심 노드(central node)로부터 중앙 집중식(centralized way)으로 수행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노드는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요소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이전에 결정된 알고리즘들에 

따라 그의 라우팅 테이블을 설계한다. 이러한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항목들 가운에, 

다음을 언급한다.

- 링크 비용(the cost of links);

- 노드에서의 통과 비용(the cost of passing in a node);

- 요청된 처리율(the requested throughput);

- 요청된 전송 지연(the requested transit delay);

- 통과될 노드들의 수(the number of nodes to be crossed);

- 어떤 클래스의 패킷들에 대한 전달 보안(the transfer secutity for certain classes of packets)

- 스위칭 모드의 메모리들의 점유(the occupation the switching node's memories)

- 라인 결합자들의 점유(the occupation of the line couplers)

또한, 라우팅 테이블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소위 고정 라우팅(fixed routing)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라우팅

은 노드로 진입하는 각각의 패킷을 최단의 경로 알고리즘에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전송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다.

더욱 진보된 기술은 라우팅 테이블들을 비동기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른 공지의 원리로,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는 동일한 패킷들의 과도한 캡슐화(overencapsulation)

에 의해 IP 흐름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식으로, 라우터들 및 사용된 라우팅 메커니즘의 원

리들을 변경함이 없이, 다른 서비스 품질(QoS)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흐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흐름들이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패킷들의 목적지 주소들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들이 소정의 주소들의 패밀리에 속하는 프로토콜 인덱

스 멀티캐스트 타입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브로드캐스팅되지 않는다면, 표준 부품들의 장비를 가진 네트워크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기술들로 다른 서비스 품질들을 가지고 IP 패킷들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라우팅은 단지 이전에 알려진 주소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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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복수의 단말기들로의 멀티캐스트 모드 데이터 전송과는 양립할 수 없다.

더욱 상세하게는, 주소들의 브로드캐스트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공개 네트워크(open network)를 통해 데이터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들의 배포에 적합하지 않다.

출원인에 의해 1999년 10월 4일에 출원된, 프랑스 특허 출원번호 99 1352는 일종의 프로토콜을 기술하는데, 상기 

프로토콜을 가지고 호출 단말기(calling terminal)는 호출된 단말기(called terminal)로 접속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비접속 네트워크(unconnected network)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기술된 본 발명은 J. BISWAS, AA. LAZAR, J. F. HUARD, K. S. LIM, S. MAHJOUB, L.F. PAU, M.SU

ZIKI, S.TORTENSSON, W. WANG 및 S. WEISTEIN에 의해 1998년 10월 공표된 IEEE 통신 잡지, 볼륨. 36, No. 1

0, pp. 64-70의 논문 '프로그램 가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위한 IEEE, p-1520 표준 초안(initiative)'에서 기술된 P

1520 프로토콜들 및 자원 예약 GSMP(Generic Switch Management Protocol)에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은 

접속된 모드 ATM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ATM 흐름들에만 적용된다. 더욱이, 본 출원에서 기술된 방법은 다른 서

비스 품질들을 가지고 흐름들의 투과적 멀티플렉싱(transparent multiplexing)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서비스 품질 조건들을 가지고 장비의 적어도 2개의 다른 부품들로부터 같은 단말기로 향하는 

IP 데이터 흐름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위에서 기술된 종래 기술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 처리율로 디지털 데이터를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달하기 위해 접속 네트워크의 프

로토콜 및 비접속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sXDL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전화선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제1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1 흐름을 그리고 제2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

나의 제2 흐름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기 제1 흐름은 비접속 네트워크(unconnected

network)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며, 상기 제2 흐름은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한 후에 접속 네트워크(connected network)를 통해 콘

텐트 서버(6)에 의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방법은

-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상기 콘텐트 서버(6)간에 고 처리율 링크(high throughput link)를 설정하는 단계;

-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흐름들을 동일한 흐름(same flow)으로 멀티플렉싱하는 단계; 및

- 상기 고 처리율 링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기(2)에서 얻어진 멀티플렉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고 처리율 링크는 xDSL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상기 제2 흐름은 시청각 데이터(audiovisual data)를 나타내며, 상기 제1 흐

름은 상기 제2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 워크이며,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ATM(A

synchronous Transfer Mode)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전달방법은 상기 콘텐트 서버 및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네

트워크 제어 플랫폼으로부터 상기 ATM 네트워크로 적어도 하나의 외부 커맨드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

기 제1 흐름 및 상기 제2 흐름은 동일한 흐름으로 멀티플렉싱되며, 설정된 고 처리율 접속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

말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예를 들면 VoD(Video On Demand)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내에서, 다수의 단

말기들은 시청각 데이터를 요청하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의 상기 시청각 흐름의 전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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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청각 콘텐트들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하는 단계;

- 시청각 콘텐트들의 서버를 식별하는 단계;

- 제어 플랫폼을 통해 상기 시청각 서버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간에 상기 소정의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하는 단계;

- 이전에 설정된 상기 서비스 품질(QoS)을 가지고 상기 시청각 서버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간에 PPP(Point-To

-Point Protocol) 세션을 활성화하는 단계;

- ATM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관련된 시그널링 신호들(독출, 일시정지, 뒤로 감기 등)을 가지고 상기 콘텐트들을 상

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1 흐름을 그리고 제2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

의 제2 흐름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1 흐름은 비접속 네트워크(un

connected network)를 통해 상기 제1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되며, 상기 제2 흐름은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를 통

해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한 후에 접속 네트워크(connected netwo

rk)를 통해 콘텐트 서버에 의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상기 콘텐트 서버(6)간에 고 처리율 링크(high throughput link)를 설정하는 수단;

-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흐름들을 동일한 흐름(same flow)으로 멀티플렉싱하는 수단; 및

- 상기 고 처리율 링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얻어진 멀티플렉스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상기 콘텐트 서버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설정하는 

수단은

상기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xer) 타입의 디지털 멀티플렉서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상기 콘텐트 서버로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ATM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상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ATM 네트워크 및 제어 네트워크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고처리율 BAS(Broadband Access Server) 서버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시청각 데이터 서

버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고 처리율 BAS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제한되지 않은 예시에 의해 이후의 설명으로부터 명백

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콘텐트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데이터 흐름들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식적으

로 설명한다.

도 2는 지리적 영역들에 의한 콘텐트 서버들의 분포를 기술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부분적 기능도를 기술한다.

실시예

다음의 기술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기들에 의해 전송된 필름들의 배포 요청들을 수신하고, ATM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요청자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가진 흐름으로 캡슐화된 시청각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VoD(Video

On Demand)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기 위해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프로토콜 및 IP 프로토콜(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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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Protocol)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특정한 예시적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모뎀(4)이 제공된 클라이언트 단말기(2)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복수의 지리적으로 분포된

비디오 서버들 가운에 비디오 서버(6)에 접속될 수 있다.

도 2에 의해 도식적으로 기술된 바와 같이, 시청각 프로그램들은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3)를 통해 

다른 콘텐트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베이스(7)내에 저장될 수 있다.

도 1의 시스템은 모뎀(4) 및 제1 ATM 스위치(10)간에 배치된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

r) 타입의 디지털 멀티플렉서(8)를 포함한다. 제2 ATM 스위치(12)는 제1 ATM 스위치(10), 제1 광대역 BAS(Broad

band Access Server)(14) 및 제2 광대역 서버(16)에 각각 연결된다. 제1 광대역 서버(14)는 인터넷(20)을 통해 서비

스 플랫폼(22)에 접속될 수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22)은 네트워크 커맨드들을 제1 스위치 ATM(10), 제2 ATM 스위

치(12), 제1 광대역 BAS(Broadband Access Server)(14) 및 제2 광대역 서버(16)로 전송할 수 있는 제어 플랫폼(24

)과 통신한다.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시청각 흐름을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2)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도 3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

며, 도 3에서 상기 방법의 다른 단계들은 본 시스템 장비의 다른 부품들에 화살표로 연결됨으로써 기술된다.

단계 30에서, 시청각 프로그램의 요청자(requester)가 인터넷 네트워크(20)를 통해 서비스 플랫폼(22)으로 접속하기

위해 표준 요청(standard request)를 전송한다.

제어 플랫폼(24)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22)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국소화(localization) 및 인증(athetication) 이후에,

서비스 플랫폼(22)은 분포된 콘텐 트 서버들(6) 가운데에서 클라이언트의 근접 비디오 서버(6)를 식별한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만약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청각인 콘텐트가 식별된 근접 서버(proximity server)에서 검색되

지 않으면, 제어 플랫폼(24)은 광대역 네트워크(3)를 통해 근접 서버(6) 및 데이터 베이스(7)간에 고 처리율 링크(hig

h throughput link)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단계 32에서, 서비스 플랫폼(22)은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비디오 서버(

6)간에 요청된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하기 위한 외부 커맨드들(ATM 

접속의 설정/릴리즈)을 제1 ATM 스위치(10)(단계 34)로 전송하는 제어 플랫폼(24)을 엑세스한다. 네트워크 자원들

을 예약하기 위한 상기 절차는 1999년 10월 4일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프랑스 특허 출원번호 99 1235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단계 36에서, 제어 플랫폼(24)은 비디오에 전용인 제1 광대역 BAS 서버(14) 및 클라이언트 단말기(2)간의 서비스 세

션(PPP)을 활성화한다. 상기 세션(PPP)은 단계 34에서 설정된 서비스 품질(QoS)을 가진 접속에 기초한다.

단계 40에서, 서비스 플랫폼(22)은 예약된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개시하고, 

시청각 데이터의 흐름의 브로드캐스팅을 제어한다.

이에 의해 생성된 QoS를 가진 비디오 채널은, 한편으로는 디지털 멀티플렉서(8)를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멀

티미디어 흐름을 전달하도록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출(read), 일시정지(pause), 앞으로 빨리 감기(fast forwa

rd), 뒤로 빨리 감기(backward fast), 및 정지(stop) 커맨드들과 같이 멀티미디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을 동

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0)와 교환하도록 사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1 흐름 및 제2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2 흐름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기 제1 흐름은 비접속 네트워크(unconnected network)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며, 상기 제2 흐름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한 후에 접속 네트워크(connected network)를 통해 콘텐트 서버(6)에 의해 상

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는 전달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상기 콘텐트 서버(6)간에 고 처리율 링크(high throughput link)를 설정하는 단계;

-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흐름들을 동일한 흐름(same flow)으로 멀티플렉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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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진 멀티플렉스(multiplex)를 상기 고 처리율 링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 처리율 링크는

xDSL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달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흐름은

시청각 데이터(audiovisual data)를 나타내며, 상기 제1 흐름은 상기 제2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달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이며,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방법은

상기 콘텐트 서버(6) 및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2)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24)으

로부터 상기 ATM 네트워크로 적어도 하나의 외부 커맨드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달

방법.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방법은

- 상기 시청각 콘텐트들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를 서비스 플랫폼(

22)에 연결하는 단계;

- 상기 콘텐트 서버(6)를 식별하는 단계;

- 제어 플랫폼(24)을 통해 상기 콘텐트 서버(6)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간에 소정의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네

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하는 단계;

- 이전에 설정된 상기 서비스 품질(QoS)을 가지고 상기 콘텐트 서버(6)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간에 PPP(Poin

t-To-Point Protocol) 세션을 활성화하는 단계;

- ATM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관련된 시그널링 신호들을 가지고 상기 콘텐트들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브로

드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달방법.

청구항 7.
제1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1 흐름을 및 제2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제2 흐름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상기 제1 흐름은 비접속 네트워크(unconnected network)를 통해 상

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며, 상기 제2 흐름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

을 교환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한 후에 접속 네트워크(connected network)를 통해 콘텐트 서버(6)에 의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상기 콘텐트 서버(6)간에 고 처리율 링크(high throughput link)를 설정하는 수단;

-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흐름들을 동일한 흐름(same flow)으로 멀티플렉싱하는 수단; 및

- 얻어진 멀티플렉스(multiplex)를 상기 고 처리율 링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로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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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고 처리율 링크는

xDSL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흐름은

시청각 데이터를 나타내며, 상기 제1 흐름은 상기 제2 흐름을 위한 제어 신호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접속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이며,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ATM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상기 콘텐트 서버(6)간에 xDSL 링크를 설

정하는 수단은

DSLAM 타입의 디지털 멀티플렉서(8) 및 적어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상기 콘텐트 서버로 연결하기 위한 제1 

ATM 스위치(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ATM 네트워크 및 제어 네트워크간에 고 처리율 링크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고 처

리율 BAS(Broadband Access Server) 서버(14)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2) 및 시청각 데이터의 서버(6)간에 고 

처리율 링 크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고 처리율 BAS 서버(1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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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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