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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속 유니트(TU)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요약

본 발명은 STM-N(Synchronous  Transfer  Module-N)  신호내에 포함된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0 
신호의 교차 연결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12개의 AU3 신호, ID바이트 및 BIP 바이트로 구성된 프
레임 형태(이하, HBUS라함)로 신호를 입력받아 AU3포인터 처리, VC3 POH 처리 및 TU-12 포인터 처리를 수
행하여 스위치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TU-12 단위 스위칭 기능을 갖고 있는 입출력
(I/O) 및 TU 시간스위칭수단(10), 상기 입출력(I/O) 및 TU 시간 스위칭수단(10)으로부터 TU-12 신호, ID
바이트 및 BIP 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이하, LBUS라 함)를 입력받아 공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공
간 스위칭 수단(2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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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유니트(TU)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종속 유니트(TU) 신호의 교차연결장치의 블록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치 블록의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공간스위치 블록의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TU 시간스위치 블록으로의 POH 처리 및 TU 포인트 블록 출력 프레임 구조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TU 시간 스위치 블록으로의 POH 처리 및 TU 포인트 블록 출력 3개가 다중화된 프
레임 구조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3개의 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 출력의 다중화를 제어하는 신호 타이밍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HBUS 프레임 포멧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LBUS 프레임 포멧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입출력(I/O) 및 TU 시간 스위치 블록         20 : 공간 스위치 블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동기 디자탈 계위(SDH:  Synchronous  Digital  Hierachy)의 망노드간 접속신로 사용되는 STM-
N(Synchronous Transfer Module-N) 신호내에 포함된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
(Cross-Connection)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송신호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OA  M: 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용으로 할당되어 있
는 구간 오버헤드(SOH: Section OverHead) 및 경로 오버헤드(POH: Path OverHead)가 처리된 후에는 이들 
오버헤드가 쓸모없게 됨으로 이들 오버헤드가 있던 자리에 TU-12 신호를 새로이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이 할당된 TU-12를 시험 접속(Test Access) 신호로 사용하면 전체 스위치 네트워크를 서비스 중에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새로이 만든 신호 프레임에는 임의 패턴의 삽입/검출을 위한 식별자(ID: 
Identifier) 바이트 및 BIP(Bit Interleaved parity) 바이트를 할당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드간 장애
감시 및 시스템의 시험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STM-N(Synchronous Transfer Module-N)신호내에 포함된 종속신호 TU-12 신호의 교차연
결(Cross-Connection)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동기 디지털 계위(SDH)의망 노드간 접속신호로 사용되는 STM-
N(Synchronous Transfer Module-N)신호내에 포함된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의 교차연결을 위
한 장치에 있어서, AU3 신호, 식별자(ID)바이트 및 BIP(Bit Interleaved Parity)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이하, HBUS라 함)로 신호를 입력받아 AU3 포인터 처리, 가상 컨테이너(VC)3 경로 오버헤드(POH) 처
리 및 TU-12 포인터 처리를 수행하여 스위치 망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TU-12 단위 스위칭 기능을 수
행하는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칭수단; 및 상기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칭수단으로부터 TU-12 신
호, 식별자(ID) 바이트 및  BIP 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이하, LBUS라 함)의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공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공간 스위칭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종속 유니트(TU) 신호 교차연결장치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동일한 구성을 갖는 N개의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치 블록(10)과 
공간 스위치 블록(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치 블록에서는 12개의 AU3(Administration Unit 3)신호, ID 바이트 및 BIP 바
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HBUS'라 함, 제7도 참조)로 신호를 입력하여 AU3 포인터 처리, 가상 컨테이
너 3(VC3 : Virtual Container 3)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12 포인트 처리를 수행하여 스위치 망
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TU-12 단위 시간스위칭 기능을 갖고 있다.

공간스위치 블록(20)에서는 TU-12 공간스위치 기능만을 수행한다.

상기 두 블록은 264개의 TU-12 신호, ID 바이트 및 BIP 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LBUS'라함, 제8도 
참조)로  접속된다.   스위치  망은  시간(Time)-공간(space)-시간(Time)의  3단(Stage)  교차(Cross) 망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의 따른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치 블록의 블록 구성도로서, 입출력(I/O) 및 TU 시간
스위치 블록은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록(30),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트 블록(40) 
및 TU 시간 스위치 블록(50)으로 구성되어 있다.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록(30)은 2개의 HBUS를 입력하여 24×12의 AU3 스위치를 통하여 스위칭된 
12개의 AU3 채널에 대하여 각각 포인터를 해석하여 가상 컨테이너(VC)3 프레임의 시작점을 추출한다.

추출된 VC3 프레임의 시작점을 지시하는 신호(8KHz), VC3 프레임부분에 대해서만 인에이블되는 VC3 클럭 
인에이블 신호(Gapped 6.264MHz) 및 VC3 데이터를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으로 
출력된다.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과의 인터페이스는 19.44M 급으로 인터페이스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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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VC3 프레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8KHz는 각각 출력하지만 VC3 클럭 인에이블 신호와 VC3 데이터는 
3개가 다중되어 출력된다.  이러한 신호들이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으로 4개가 
출력된다.

반대 방향으로는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에서 입력되는 3개의 VC3 신호가 다중된 
VC3 데이터(19.44M급)와 이의 시작점을 지시하는 8KHz 신호를 입력하여 역다중한 후, 분리된 VC3 신호 각
각에 대하여 포인터 값을 삽입한다.

다중된 VC3 데이터(19.44M급)가 총 4개 입력되므로 모두 12개의 AU3 신호가 형성된다.  이들 신호를 12×
24의 AU3 스위치를 통하여 스위칭한 후, 2개의 HBUS로 출력한다.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록(30)의 처리용량은 12개의 AU3 신호급에 해당하는 STM-4급이다.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은 동일한 구성을 갖는 1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1개의 VC3 급에 해당하는 처리용량을 갖고 있다.

각 블록은 VC3 경로 오버헤드를 삽입 및 처리하는 HPT(High order Path Termination)기능, TU-12 포인터
를 처리하여 VC-12 프레임을 VC3 프레임에 수용하는 HPA(High order Path Adaptation)기능, VC-12 경로 
오버헤드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LPOM(Low order Path Overhead Monitor)기능 및 VC-12 신호가 비존
재시 V5 바이트에 있는 신호 레벨(Signal Level) 비트에 미준비(Unequipped)상태를 표시하는 LUG(Lower 
order path Unequipped Generator)기능을 갖고 있다.

12개의 블록은 제2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 B, C 3개씩 그룹이 지어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
록과 접속을 한다.  이들 그룹이 모두 4개가 존재하며, 각 그룹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럭과 접속을 한다.

AU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록(30)으로부터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에는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A, B, 
C 3개의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 각각에 입력되는 VC3 데이터의 시작점을 지시하는 VC3 프
레임 옵셋(8KHz) 신호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VC3 데이터와 VC3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점
을 지시하는 VC3 클럭 인에이블(Enable) 신호는 3개가 다중된 형태로 입력하여 접속에 필요한 신호선의 
수를 최소화 하였다.

A, B, C 3개의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은 자신에 해당하는 VC3 프레임 옵셋(8KHz) 신
호 및 다중된 VC3 클럭 인에이블(Enable) 신호를 사용하여 다중된 VC3 데이터를 역다중화한 후, 3개의 
VC3 데이터중 자신에 해당하는 하나의 VC3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VC3 경로 오버헤드를 추출하여 처리하고, 
VC3 프레임에 다중되어 있는 21개의 TU-12 신호를 역다중하여 TU-12 신호 각각에 대하여 포인터 해석기능
을 수행한다.

이후, VC-12 신호에 대한 경로 오버헤드 감시기능 및 미준비(Unequipped) 신호에 대한 신호 레벨(Signal 
Label) 값 삽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능이 수행된 VC-12 신호들을 개별적으로 수신 클럭으로 포
인터 버퍼에 쓴 후, 송신 클럭으로 읽으면서 TU-12 포인터 값을 재생성하여 TU-12 신호들을 정렬한다.

시헙 접속(Test Access)용으로 입력된 하나의 VC-12 신호에 대하여도  TU-12 포인터 값을 재생성하여 VC3 
프레임에 다중되어 있던 21개의 TU-12 신호들과 동일하게 정렬된다.

정렬된 이들 22개의 TU-12 신호가 다중되어 있는 프레임의 구조를 제4도에 나타내었다. 

하나의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6.48M급이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A, B, C 3개의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에서 처리되어 출력된 
신호들은 보드상에서 3-단(State) 제어(Control)되어 다중된 19.44M급의 신호를 형성한다.  이의 신호형
태는 제5도에 나타내었다.

보드상에서 3-단(State)으로 다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에서 19.44M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하고, 제6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신호를 클럭 
인에이블 신호로 사용하여 자기 타임 슬롯이 아닐 경우에는 3-단(State)으로 데이터를 출력하여야 한다.

이 신호가 전단 TU 시간스위치(51)으로 입력된다.  이 신호에는 3개의 시험접속(Test-Access)용신호를 비
롯해서 총 66개의 TU-12 신호가 다중되어 있다.

반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2)으로부터 제5도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가 입
력된다.  즉,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과 전단 및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태는 동일하다. 다만, TU 시간스위치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보드에서 다중되
지 않고 직접 출력된다.

A, B, C로 다중되어 있는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에서는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으
로 부터 다중되어 입려되는 TU-12 데이터를 프레임의 시작점을 지시하는 신호(8KHz)를 이용하여 역다중하
여 각각 자신에 해당하는 6.48M급의 신호만을 처리한다.

이 신호에 포함된 22개의 다중된 TU-12 신호에서 1개의 시험접속(Test Access)용 TU-12 채널을 제외한 21
개의 TU-12 신호에 VC3 경로 오버헤드를 삽입 후,  벼 시간스위치 및 AU 포인터 블록으로 출력한다.

이때, 그룹지어진 A, B, C 3개의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의 출력이 보드상에서 3-단
(State) 제어(Control) 되어 다중된 19.44M 급의 신호를 형성한다.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에서 전단 TU 시간 스위치블럭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 
보드에서 데이터를 3-단(State) 다중화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2)에서 입력된 22개의 다중된 TU-12  신호에서 분리된 1개의 시험 접속(Test 
Access)용 TU-12 채널은 시험 접속(Test access)을 처리하는 별도의 보드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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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시간스위치 블록(50)은 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1)과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2)로 구성되며, 각
각의 처리용량은 STM-4 급이다.

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1)과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2)은 둘다 528×528 TU-12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1)과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간의 신호 접속 및 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2)과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간의 신호접속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
이 동일하며, 제5도에 나타낸 것과 같다.

전단 TU 시간스위치 블록(51)은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경로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으로부
터 19.44M 데이터 버스를 4개 입력하여 264×528 TU-12 스위칭을 수행한 후, 38.88M 급의 4개의 LBUS를 
형성하여 공간스위치 블록(20)으로 출력한다.

후단 TU 시간스위치(52)는 공간스위치 블록(20)에서 4개의 LBUS를 입력하여 528×264 TU-12 스위칭을 수
행하고, 19.44M 데이터 버스 4개를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블록(40)으로 출력한다.

제3도에 도시한 공간스위치 블록은 TU-12 단위 공간 스위칭을 수행하는 4개의 TU-12 공간스위치(21 내지 
24)로 구성된다.

4개의 TU-12  공간스위치는 각각 N개의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치 블록(10)에서 12개의 시험 접속
(Test Access)용 TU-12 채널을 포함한 총 264개의 TU-12 신호가 다중되어 있는 38.88Mb/s의 LBUS를 하나
씩 입력하여 이들 N개의  LBUS간의 N×N 공간스위칭을 수행한 후, 이를 다시 N개의 입출력(I/O) 및 TU 시
간스위칭 블록(10)으로 하나씩 LBUS를 출력한다.

LBUS의 첫 번째 바이트에는 임의 패턴의 삽입/검출을 위한 ID 바이트를 할당한다.  LBUS를 출력하는 쪽에
서는 CPU에서 입력된 임의의 값을 LBUS 프레임 상에 삽입하고, LBUS를 입력하는 쪽에서는 이를 프레임에
서 추출하여 삽입된 값과 비교하여 LBUS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구현시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이값을 감시함으로써 LBUS  접속시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바이트에는 LBUS 상에 발생하는 에러를 감시하기 위하여 짝수 패러티(Even Parity)를 사용
하는 BIP-8 코드를 할당하였다.

가상 컨테이너(VC)3 프레임의 경로 오버헤드(POH)에 있는 B3 바이트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단지 BIP-9코드를 계산하는 부분만이 다르다.  즉, FIXED STUFF 자리를 제외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만 
BIP-8 값을 계산한다.  LBUS를 출력하는 쪽에서는 BIP-8 값을 계산하여 보내면 LBUS를 수신하는 쪽에서는 
입력되는 LBUS 프레임에서 추출된  BIP-8값과 입력되는 LBUS 프레임에 대하여 재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입
력  LBUS 프레임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에러가 없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들 두값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동작하는 본 발명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보면 첫째, STM-N 프레임상에 있는 
구간 오버헤드(SOH)  및 경로 오버헤드(POH)가 처리된 후에는 이들 오버헤드가 필요없는 점에 착안하여 
STM-N 프레임에 다중되어 있는 TU-12 신호외에 부가적으로 TU-12 신호를 할당하는 새로운 프레임(LBUS)을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STM-P 신호안에 있는 TU-12 신호들이 모두 서비스중인 상태에서도 부가적으로 할
당된 TU-12신호들을 통하여 스위치 망을 시험 접속(Test Access)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LUBS 프레임
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클럭(38.88MHz)은 STM-4 프레임을 형성하는 클럭(77.76MHz)을 정수(2)로 나눈 것이
므로 클럭합성을 위한 별도의 PLL(Phase Locked Loop)이 필요없다.

둘째, 새로이 만든 신호 프레임(LBUS)에 임의 패턴의 삽입/검출을 위한 ID 바이트 및 BIP 바이트를 할당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드간 장애감시 및 시스템의 시험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기  디자탈  계위(SDH:  Synchronous  Digital  Hierachy)의  망  노드간  접속신호를  사용되는 STM-
N(Synchronous Transfer Module-N) 신호내에 포함된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
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AU(Administration  Unit)3  신호,  식별자(ID)  바이트  및  BIP(Bit  Interleaved 
Parity) 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이하, HBUS라 함)로 신호를 입력받아 AU3 포인터 처리, 가상 컨테
이너(VC: Victual COntainer)3 경로 오버헤드(POH: Path OverHead) 처리 및 TU-12 포인터 처리를 수행하
여 스위치 망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TU-12 신호, 식별자(ID0 바이트 및 BIP 바이트로 구성된 프레임 
형태9이하, LBUS라함)의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공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공간 스위칭수단(20)을 포함하
는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신호의 교차 연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LBUS는 12개의 시험 접속(Test Access)용 TU-12채널을 포함한 총 264개의 TU-12 신
호, 임의의 패턴의 삽입/검출을 위한 ID 바이트 및 에러를 감시하기 위한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는 BIP-8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 패턴의 삽입 검출을 위한 ID 비트는 LBUS를 출력하는 쪽에서는 중앙처리장치
(CPU)에서 입력된 임의의 값을 LBUS 프레임상에 삽입하고, LBUS 입력하는 쪽에서는 이를 프레임에서 추출
하여 삽입된 값과 비교하여 LBUS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속신호 TU-
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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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I/O) 및 TU 시간스위칭수단(10)은,  AU3 시간 스위칭 기능 및 AU3 포인터 
처리 기능을 갖는 AU시간 스위칭 및 AU  포인터처리수단(30);  상기 AU시간 스위칭 및 AU포인터차리수단
(30)에  연결되고,  HPT(High  order  Path  Termination)  기능,  HPA(High  order  Path  Adaptaion)기능, 
LPOM(Low order Path Overhead Monitor) 기능 및 LUG(Low order Path Unequipped Generator) 기능을 갖고 
있는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터 처리수단(40); 및 상기 경로 오버헤드(POH) 처리 및 TU 포인
터처리수단(40)에 연결되는 TU-12  시간 스위칭 수단(5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속신호 TU-
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스위칭수단(20)은, 공간스위칭을 수행하는 4개의 TU-12 공간스위치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TU-12 공간 스위치는 각각 N개의 입출력(I/O) 및 TU 시간 스위칭수단(10)으
로부터 LBUS 신호를 하나씩 입력받아 이들 N개의 LBUS 신호에 대해 N×N 공간 스위칭을 수행한 후, 이를 
다시 N개의 입출력(I/O) 및 TU 시간 스위칭수단(10)으로 하나씩의 LBUS 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속신호 TU-12(Tributary Unit-12) 신호의 교차연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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