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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ATM 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정합 장치를 사용
해 해당 ADSL의 가입자를 ATM 교환기에 정합시켜 주도록 한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 단말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업 제어부를 통해 가입자 제어 장치로 전달하고 해당 가입자 제어 장
치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다운 제어부를 통해 셀 삽입부를 거쳐 해당 가입자 단말로 전달해 주며, CPU에
서 시험 셀을 생성시켜 자체적인 에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ATM 교환기가 ADSL의 가입자와 
정합할 수 있어 일반 가입자가 전화선을 이용해 고속의 VOD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를 나타낸 구성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 : 수신부                    22 : CPU

23 : FIFO                      24 : 업 제어부

25 : 병렬 FIFO                 26 : 제1버퍼

27 : 제2버퍼                   28 : 다운 제어부

29 : 직렬 FIFO                 30 : 셀 삽입부

31 : 프레이머                  32 : 정보 수집부

33 : 시험 버퍼                 34 : 시험 FIFO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TM 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정합 장치를 사용
해 해당 ADSL의 가입자를 ATM 교환기에 정합시켜 주도록 한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인터넷(Internet) 또는 VOD(Viedio On Demand) 서비스를 전송받기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고속 전송 매체로서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가 
등장하였다.

해당 ISDN은 전기 통신망에 있어서 음성 및 비음성 서비스를 디지탈 방식을 이용하여 통합시킨 종합 정보 
통신망으로써, 가입자 회선으로 음성 통신 뿐만 아니라 화상, 데이타 등 비음성 통신까지 해당 통신망을 
디지탈화하여 고도화된 통신 장비나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의 전달과 축척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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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리고, 64(Kbpd)에서 최대 128(Kbps)까지 교환 접속과 고정 접속이 가능한데, 해당 최대 128(Kbps)로는 
가입자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 하므로 광 케이블을 이용해 서비해 줌으로써 고속 서비스는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고속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화국과 가입자 간 케이블을 모두 바꾸어야 하고 해당 
광 케이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ADSL 정합 장치에 접속된 가입자를 ATM 교환기에 
정합시켜 일반 가입자가 전화선을 이용해 고속의 VOD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는 가입자 단말 
측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TTL 레벨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부를 통해 인가되는 TTL 
레벨 신호를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고 임의의 특정값을 확인해 동기를 맞추며, 시험 셀을 생성시키고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판독해 해당 시험 셀과 비교하는 CPU와;  상기 CPU로부터 인가되는 바이트 단위의 수
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FIFO와;  상기 FIFO에 저장된 수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판독해 병렬화
시키는 업 제어부와;  상기 업 제어부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병렬 FIFO와;  
상기 병렬 FIFO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데이타를 하나의 ATM 셀 단위로 저장했다가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
로 출력하는 제1버퍼와;  상기 병렬 FIFO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시험 셀을 저장하는 시험 버퍼와;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2버퍼와;  상기 제2버퍼에 저장된 병렬 데이
타와 상기 시험 버퍼에 저장된 병렬 시험 셀을 판독해 직렬화시키는 다운 제어부와;  상기 다운 제어부로
부터 인가되는 직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직렬 FIFO와;  상기 직렬 FIFO에 저장된 직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판독하여 해당 직렬 데이타를 E1 프레임에 삽입시키고 해당 직렬 시험 셀을 출력하며,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인가받는 셀 삽입부와;  상기 셀 삽입부의 삽입 제어에 의해 상기 직렬 데이타를 E1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가입자 단말 측으로 전송하며, 상기 셀 삽입부로부터 인가되는 직렬 시험 셀을 로
칼 루프백시켜 상기 셀 삽입부에 인가하는 프레이머와;  상기 셀 삽입부로부터 인가되는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저장하였다가 상기 CPU에 출력하는 시험 FIFO와;  경보 신호를 수집해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로 전송하는 정보 수집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전화국에서 가입자 측으로 2 ~ 8(Mbps)의 속도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64 
~ 640(Kbps)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는 ADSL 정합 장치를 사용해 해당 ADSL의 가입자를 ATM 교환기에 정
합해 줌으로써, 기존에 사용한 전화선을 그대로 이용해 고속 광대역 채널 교환 접속으로 데이타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음성 신호를 양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데,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부(21)와, 
CPU(22)와, FIFO(23)와, 업 제어부(24)와, 병렬 FIFO(25)와, 제1버퍼(26)와, 제2버퍼(27)와, 다운 제어부
(28)와, 직렬 FIFO(29)와, 셀 삽입부(30)와, 프레이머(31)와, 정보 수집부(32)와, 시험 버퍼(33)와, 시험 
FIFO(3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수신부(21)는  가입자 단말로부터 인가되는 64(Kbps)의  USART(Universal  Synchronous/Asynchronous 
Reciever/Transmitter)  형태 신호를 TTL  레벨의 신호로 변환시키고 해당 변환된 TTL  레벨 신호를 상기 
CPU(22)에 인가한다.

상기 CPU(22)는 USART 부분을 이용해 상기 수신부(21)를 통해 인가되는 TTL 레벨 신호를 바이트(Byte) 단
위로 수신하고 해당 수신된 데이타 중 임의의 특정값을 확인하여 해당 데이타의 동기를 맞춤과 동시에 해
당 수신된 데이타를 53(Byte)로 묶어서 상기 FIFO(23)에 저장시키며, 시험 셀을 생성시켜 상기 FIFO(23)
에 저장시키고 상기 시험 FIFO(34)에 저장된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판독하여 해당 시험 셀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상기 FIFO(23)는 상기 CPU(22)로부터 인가되는 수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한다.

상기 업 제어부(24)는 상기 FIFO(23)에 저장되어 있는 53(Byte)의 수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판독하는데, 
8(Bit) 단위를 16(Bit) 단위로 병렬화시키고 해당 병렬화된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상기 병렬 FIFO(25)에 
저장시킨다.

상기 병렬 FIFO(25)는 상기 업 제어부(24)로부터 인가되는 병렬화된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한다.

상기 제1버퍼(26)는 상기 병렬 FIFO(25)로부터 인가되는 하나의 ATM 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했다가 가입
자 제어 장치에서 요구 시에 출력한다.

상기 제2버퍼(27)는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타를 저장하였다가 상기 다운 제어부(2
8)의 요구 시에 출력한다.

상기 다운 제어부(28)는 상기 제2버퍼(27)를 통해 16(Bit) 단위의 병렬 데이타와 상기 시험 버퍼(33)를 
통해 16(Bit) 단위의 병렬 시험 셀을 판독하여 8(Bit) 단위로 직렬화시키며 해당 직렬화된 데이타 및 시
험 셀을 상기 직렬 FIFO(29)에 저장한다.

상기 직렬 FIFO(29)는 상기 다운 제어부(28)로부터 인가되는 직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한다.

상기 셀 삽입부(30)는 상기 직렬 FIFO(29)로부터 판독한 53(Byte)의 직렬 데이타를 E1 프레임(Frame)에 
삽입시키고 상기 직렬 FIFO(29)로부터 판독한 53(Byte)의 직렬 시험 셀을 상기 프레이머(31)에 인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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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이머(31)로부터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상기 시험 FIFO(34)에 저장시킨다.

상기 프레이머(31)는 상기 셀 삽입부(30)의 삽입에 의해 53(Byte)의 직렬 데이타를 2.048(MHz)의 E1 신호
로 변환시켜 상기 가입자 단말 측으로 송신하며, 상기 셀 삽입부(30)로부터 인가되는 53(Byte)의 시험 셀
을 로칼 루프백시켜 상기 셀 삽입부(30)에 인가한다.

상기 정보 수집부(32)는 CPU 기능 이상, 클럭 이상, 보드 탈장 등의 경보 신호를 수집해 상기 가입자 제
어 장치로 송신한다.

상기 시험 버퍼(33)는 상기 병렬 FIFO(25)로부터 인가되는 시험 셀을 저장하였다가 상기 다운 제어부(2
8)의 요구에 따라 출력한다.

상기 시험 FIFO(34)는 상기 셀 삽입부(30)로부터 인가되는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저장하였다가 상기 
CPU(22)의 요구 시에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수행한다.

먼저, 클럭 공급 장치에서는 CPU(22)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생성하여 인가시켜 주며, 가입자 단말로부터
는 ADSL 콘넥터를 통해 64(Kbps)의 USART 형태 신호를 수신부(21), 예로 RS232C 수신기에 인가시킨다.

상기 수신부(21)는 해당 가입자 단말로부터의 신호를 TTL 레벨의 신호로 변환시켜 해당 변환된 TTL 레벨 
신호를 CPU(22), 예로 MC68360 칩에 인가한다.

이에, 상기 CPU(22)는 USART 부분을 이용해 상기 수신부(21)를 통해 인가되는 변환된 TTL 레벨 신호를 바
이트(Byte) 단위로 수신하는데, 해당 수신된 데이타를 53(Byte)로 묶어서 FIFO(23)에 저장시켜 준다.

이 때, 상기 수신부(21)를 거쳐 상기 MC(22)에 수신된 데이타인 ATM 셀의 시작을 감지하기 위해서 미리 
상기 가입자 단말과 약속하여 설정된 임의의 특정값(예로, 7Eh)과 함께 상기 FIFO(23)에 인가되어지고 해
당 임의의 특정값이 인가되는 시점부터 해당 ATM 셀의 시작으로 알고 동기를 맞추어 주는데, 상기 수신된 
ATM 셀 중에 임의의 특정값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번 해당 임의의 특정값를 수신했다고 해서 바로 ATM 
셀의 시작으로 인식하지 않고 먼저 수차례 ATM 셀의 시작 동기를 찾는 일을 수행하도록 해 준다.

이에 따라, 상기 FIFO(23)는 상기 CPU(22)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타를 저장하게 되며, 업 제어부(24)에서는 
상기 FIFO(23)에 저장된 데이타가 53(Byte)로 쌓이게 되는 경우에 상기 FIFO(2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
를 판독하여 8(Bit) 단위를 16(Bit) 단위로 병렬화시키고 해당 병렬화된 데이타를 병렬 FIFO(25)에 저장
시켜 준다.

여기서, 상기 업 제어부(24)에서 8(bit) 단위의 데이타를 16(Bit) 단위로 병렬화하는이유는 제1버퍼(26)
를 통해 인가되는 데이타 및 경보 정보 등을 수신하여 교환기 내의 다른 구성으로 송신해 주는 가입자 제
어 장치와의 통신 시에 해당 데이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송 속도를 낮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상기 병렬 FIFO(25)는 상기 업 제어부(24)로부터 인가되는 병렬화된 데이타를 저장하게 되고 만
약 해당 저장된 데이타가 하나의 ATM 셀만큼 쌓이게 되면 상기 제1버퍼(26)에 저장시켜 주며, 상기 제1버
퍼(26)는 상기 병렬 FIFO(25)로부터 인가되는 하나의 ATM 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했다가 상기 가입자 제
어 장치에서 요구 시에 해당 저장했던 ATM 셀 데이타를 하나의 ATM 셀 단위로 출력하게 된다.

한편, 반대로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에서 상기 ADSL 콘넥터를 통해 상기 가입자 단말로 데이타를 전송하
려는 경우, 제2버퍼(27)는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타를 저장하였다가 다운 제어부
(28)의 요구 시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상기 다운 제어부(28)는 상기 제2버퍼(27)를 통해 16(Bit) 단위의 데이타를 판독하여 8(Bit) 단위
로 직렬화시키고 해당 직렬화된 데이타를 직렬 FIFO(29)에 저장시켜 준다.  그리고, 해당 직렬 FIFO(29)
는 상기 다운 제어부(28)로부터 인가되는 직렬화된 데이타를 저장하게 되고 만약 해당 저장된 데이타가 
하나의 ATM 셀만큼 쌓이게 되면 셀 삽입부(30), 예로 PM7345의 상용 칩에 출력시켜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셀 삽입부(30)는 상기 직렬 FIFO(29)로부터 판독한 53(Byte)의 ATM 셀을 E1 프레임에 삽
입시키는데, 프레이머(31), 예로 PM6341 칩와 정합되어 있어 해당 프레이머(31)로 인가되며, 해당 프레이
머(31)에서는 2.048(MHz)의 E1으로 변환시켜 상기 ADSL 콘넥터로 송신한다.

또 한편, 정보 처리부(32)에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CPU 기능 이상, 클럭 이상, 보드 탈장 등
의 경보 신호를 수집하여 해당 수집한 경보 신호를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로 송신하게 된다.

또한, 자체의 기능 시험을 위해서 시험 버퍼(33)와 시험 FIFO(34)를 두어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상기 
CPU(22)에서  시험  셀을  생성시켜  상술한  바와  같은  동작으로  상기  FIFO(23),  업  제어부(24)  및  병렬 
FIFO(25)를 거쳐 해당 시험 버퍼(33)에 저장시켜 주며, 해당 시험 버퍼(33)는 상기 CPU(22)로부터 생성된 
시험 셀을 저장하였다가 상기 다운 제어부(28)의 요구에 따라 출력시켜 준다.

이에, 상기 다운 제어부(28)는 상기 시험 버퍼(33)로부터 판독한 시험 셀을 상술한 바와 같은 동작으로 
상기 직렬 FIFO(29), 셀 삽입부(30) 및 셀 삽입부(30)를 거쳐 상기 프레이머(31)에 전달하게 되며, 상기 
프레이머(31)는 내부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다운 제어부(28)로부터 인가되는 시험 셀을 로칼 루프백시켜 
다시 상기 셀 삽입부(30)에 인가시켜 주며, 상기 셀 삽입부(30)는 상기 프레이머(31)로부터 로칼 루프백
된 시험 셀을 시험 FIFO(34)에 저장시켜 준다.

그러면, 상기 시험 FIFO(34)는 상기 셀 삽입부(30)로부터 인가되는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저장하는데, 
상기 CPU(22)에서 상기 시험 FIFO(34)에 저장된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판독하여 최초 송신한 시험 셀
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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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해 가입자 단말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업 제어부를 통해 가입자 제어 장치로 
전달하고 해당 가입자 제어 장치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다운 제어부를 통해 셀 삽입부를 거쳐 해당 가입
자 단말로 전달해 주며, CPU에서 시험 셀을 생성시켜 자체적인 에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ATM 교환기가 ADSL의 가입자와 정합할 수 있어 일반 가입자가 전화선을 이용해 고속의 VOD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입자 단말 측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TTL 레벨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수신부(21)와;

상기 수신부(21)를 통해 인가되는 TTL 레벨 신호를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고 임의의 특정값을 확인해 동기
를 맞추며, 시험 셀을 생성시키고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판독해 해당 시험 셀과 비교하는 CPU(22)와;

상기 CPU(22)로부터 인가되는 바이트 단위의 수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FIFO(23)와;

상기 FIFO(23)에 저장된 수신 데이타 및 시험 셀을 판독해 병렬화시키는 업 제어부(24)와;

상기 업 제어부(24)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병렬 FIFO(25)와;

상기 병렬 FIFO(25)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데이타를 하나의 ATM 셀 단위로 저장했다가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로 출력하는 제1버퍼(26)와;

상기 병렬 FIFO(25)로부터 인가되는 병렬 시험 셀을 저장하는 시험 버퍼(33)와;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2버퍼(27)와;

상기 제2버퍼(27)에 저장된 병렬 데이타와 상기 시험 버퍼(33)에 저장된 병렬 시험 셀을 판독해 직렬화시
키는 다운 제어부(28)와;

상기 다운 제어부(28)로부터 인가되는 직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저장하는 직렬 FIFO(29)와;

상기 직렬 FIFO(29)에 저장된 직렬 데이타 및 시험 셀을 판독하여 해당 직렬 데이타를 E1 프레임에 삽입
시키고 해당 직렬 시험 셀을 출력하며,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인가받는 셀 삽입부(30)와;

상기 셀 삽입부(30)의 삽입 제어에 의해 상기 직렬 데이타를 E1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가입자 단말 측으
로 전송하며, 상기 셀 삽입부(30)로부터 인가되는 직렬 시험 셀을 로칼 루프백시켜 상기 셀 삽입부(30)에 
인가하는 프레이머(31)와;

상기 셀 삽입부(30)로부터 인가되는 로칼 루프백된 시험 셀을 저장하였다가 상기 CPU(22)에 출력하는 시
험 FIFO(34)와;

경보 신호를 수집해 상기 가입자 제어 장치 측으로 전송하는 정보 수집부(3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 교환기의 ADSL 정합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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