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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타 및 목적 데이타를 직접 생성하 는 방법

요약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Trol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중복적인 단계의 반복으로 인
해 상당한 시간적, 인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파일들 상호간의 복잡한 연계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등
록된 EDIF 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로부터 Trol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거치치 않고 직접 데이터 
분석 단계와 논리적 설계 단계 및 물리적 설계 단계를 수행하여, 중복되는 단계없이 병렬적으로 최적화된 
스키마와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다수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와 정의 
및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낭비 그리고 데이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동통
신교환기 개발을 위한 패키지 제작 일정을 현저히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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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The Method of Creating Meta 
Data and Processor Load Data for the Mobile Switching Center)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
성도

제2도는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EDIF (Exchange Data Input Form) 화
일의 구조도

제3도는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데이터 화일의 구조도

제4a-4d도는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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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다수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와 다수의 목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데이터의 정의 및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낭비 그리고 데이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분산  데이터의  실시간  접근을  특정으로  하는  TDX-10  MX  이동통신교환기(이하,  이동통신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 MSC)에서는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EDIF(Exchange Data Input Form) 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을 기초로 소스 프로그램의 컴파일을 위해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PLD(Processor 
Load Data)라는 목적 데이터 화일을 구축하여 이동통신교환기의 해당 프로세서에 로딩한다.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화일의 구축 단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단계이고, 두 번째는 
수정된 데이터들을 미리 결정된 모델로 정의하는 논리적 설계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화된 데
이터를 목적 시스템인 이동통신교환기의 내부 동작 형태로 변경하는 물리적 설계 단계이다. 

상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각 소프트웨어 블록 담당자가 응용 프로그램 작성시 필요한 데이터(릴레이
션)에  대한  정보를  DAS(Data  Administration  System)를  통하여  등록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 
Database Adminstrator)는 등록된 데이터들을 가장 최적화된 스키마(schema)로 구성한다. 논리적 설계 단
계에서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구성된 스키마를 이용하여 논리적 설계 단계의 지원도구인 MKCATE(Make 
카달로그(catalog))에 의해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메타 데이터는 목적 시스템의 데이터인 PLD를 생
성하기 위한 정보와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T10DG(TDX-10 Data generator)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등록한 초기 데이터 화일이 DAS에 의해 정
의된  릴레이션  구조에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검증하고  이  화일을  PLD에  들어갈  IROF(Initalized 
Relational Object File)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IROF 화일들을 결합함으로써 실제 이동통신교환기
의 내부동작 형태로 변환시킨 PLD를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부터 논리적 설계단계 및 물리
적 설계 단계까지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등록하는 EDIF 파일과 초기 데이터 파일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
며, 화일들 상호간의 복잡한 연계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또
한 목적 시스템의 형상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개의 목적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다수 개의 시
스템별 목적 데이터 화일의 제작도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데이터 분석 단계나 논리적 설계 단계 및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지원되는 도구들은 UNIX 
환경 하에서 사용중인 Trol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스키마를 구성하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서 데이터 분석이나 논리적 설계 단계를 수행하는데 Troll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성능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로 있으며, 또한 일련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복적
인 단계의 반복과 특히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일부 화일에서의 문제점 발생시에도 전체 화일에 대해 초기 
상태인 데이터 분석 단계 또는 논리적 설계 단계로의 귀환(feedback)으로 인한 재수행 단계로 인해 상당
한 시간적, 인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화일들 상호간의 복작한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등록된 EDIF(Exchange Data Input Form) 
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로부터 Troll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 분석 단
계와 논리적 설계단계 및 물리적 설계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중복되는 단계없이 최적화된 스키마와 메타 데
이터 및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다수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와 다수의 목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의 정의 및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낭비 그리
고 데이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동통신교환기 개발을 위한 패키지 제작 일정을 현
저히 단축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
며,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파일 생성에 필요한 작업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메타 데
이터 및 목적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각 소프트웨어 블록의 담당자로부터 EDIF 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을 등록 받고 시스템의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
여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하는 제 1단계; 블록의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공통화일인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과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펙화일을 생성하는 제 2단계 ; 프로
세서별로 각종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과 트랜잭션 파일 목록으로부터 프로세서별로 각종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3단계 ; 프로세
서별 LOCK 정보, 릴레이션 저장형태에 따른 중복이나 부분 분산 및 인덱스 정보등을 생성하기 위한 환경
을 설정하고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dfsf(data format specification file) 화일을 생
성하는 제 4단계 ; 이동통신교환기 시스템 형상별로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목적 데이터 생성시 링크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화일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5단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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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디렉
토리 구성도이다. 이동통신교환기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이 M-버젼(M-version)(10)일 때,  SRCDB(20)는 
EDIF 화일로부터 등록되어야 하는 초기 데이터 화일의 목록과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생성시 필요한 
프로세서  명  등  시스템  형상  설정과  관련된  디렉토리이다.  카달로그(catalog)(30)는  프로세서 SOR1∼

SORk(301∼30k )별로  생성되는 메타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이다.  db(40)는  블록  담당자가 등록하는 

EDIF 화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이다. dfsf(50)는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의 중복이나 분산 
또는 잠금(LOCK) 정보 등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이다. dg(60)는 블록 담당자가 등록하는 초기 데이터 파일
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로서 이동통신교환기의 여러 형상에 맞게 다수 개의 시스템 형상 SYS1∼SYSn(601∼

60n)이 존재한다. include(70)는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통통화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이다. dgpool(80)은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디렉토리이며 시스템의 형상에 따라 
여러 개의 목적 데이타 PLD1∼PLDn(801∼80n)를 생성할 수 있다.

도 2는 이동통신교환기의 EDIF 화일의 구조도이다. 이동통신교환기에서는 가능한 한 데이터를 코드와 분
리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따라서 각 소프트웨어 블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2차원의 릴레
이션 형태로 구조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EDIF 화일은 각 블록의 담당자가 해당 블록의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릴레이션 형태로 구조화시켜 기술한 파일을 의히하며 대부분 블록명.tdb 형태
나 트랜잭션일 경우는 블록명.tdb 형태이다. 일반적인 경우 EDIF 파일의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은 릴레이션을 구분하는 분리자이다.

.rl.f 필드는 튜플을 접근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통하는지 아니면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는 지를 의미하며 
다음에 반드시 릴레이션 명이 나타난다. 릴레이션 명은 해독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하며 
전체 이동통신교환기내에서 유일하게 선언되어야 한다.

.t 필드는 최대 튜플 개수를 나타낸다.

.l 필드는 로컬 프로세서 명으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프로세서를 나타내며 다수개의 프로세서 표시도 
가능하다.

.g 필드는 글로벌 프로세서 명으로 가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프로세서를 나타내며 다수개의 프로세서 
표시도 가능하다. 

.m 필드는 릴레이션 타입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며, 릴레이션이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는 
mem,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릴레이션의 수정 내용은 항상 디스크에 백업되는 dkb 및 릴레이션이 항상 
디스크에 존재하는 dko 등이 있다. 

.e 필드는 릴레이션의 저장 위치에 따른 저장 형태로, 릴레이션이 복수개의 프로세서에 중복되어 존재하
는 rep, 중복되지 않는 nor, 릴레이션의 튜플들이 복수개의 프로세서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dis, 튜플은 
복수개의 프로세서에 중복되어 존재하지만 튜플내의 값은 프로세서마다 다른 lor 및 전체 튜플 중 일부가 
중복되어 여러 프로세서에 분산 저장되는 pdis 등이 있다.

.o 필드는 데이터의 타입으로 교환국 또는 시스템 용량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CAE, 항상 동일한 값을 유
지하는 CDE 및 초기에는 CDE 특성이나 증설시에는 CAE 특성을 갖는 SYS 등이 있다. 

.a  필드는  접근  권한을  의미하며,  선택(select),  갱신(update),  삽입(insert),  삭제(delete), 잠금
(lock), 해제(unlock), 최대(maxi), 최소(mini), 합(sum), 카운트(count), 평균(avg) 등이 있다. 

.k 필드는 키를 찾는 방법으로 2개의 키까지 가능하며, seq, index, bin 및 hash 등이 있다. 키 접근 방
법 다음에는 애트리뷰트 명 및 애트리뷰트 타입이 나타난다.

.d 필드는 도메인을 의미하며, 키를 제외한 애트리뷰트 개수만큼 나타난다.

EDIF 파일이 트랜잭션일 경우,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은 릴레이션을 구분하는 분리자이다.

.tr 필드는 트랜잭션 명을 나타낸다.

.tm 필드는 트랜잭션시의 최대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cp 필드는 센트럴 프로세서로,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마스트 프로세서 명을 나타낸다.

.pr 필드는 여러 프로세서에서 데이터 갱신과 관련한 정보를 나타낸다. 

도 3은 이동통신교환기의 초기 데이터 화일의 구조도로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튜플은 '['로 
시작해서 ']'로 끝나야 하며, 도 2의 EDIF 파일의 .k 및 .d필드와 매핑되어 각 튜플은 키값의 초기 데이
터, 첫 번째 도메인의 초기 데이터, ..., 그리고 마지막 도메인의 초기 데이터 값들을 입력하며 또한 도 
2의 .t 필드의 튜플 개수만큼 존재해야 한다. 

도 4a-4d는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메
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 1의 SRCDB 디
렉토리로부터 시스템 형상에 등록되어 있는 EDIF  화일 목록(s1)과 트랜잭션 화일 목록을 작성(s2)하고 
EDIF 화일 목록을 기초로 초기 데이터 화일 목록을 작성(s3)한다. 또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생
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형상에 정의된 프로세서 목록을 작성(s4)하고 이동통신교환기내에서 유일하게 존재
하는 릴레이션 식별자 목록을 작성(s5)한다. 상기의 단계(s1∼s5)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s6)하여 오
류가 있으면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오류 메시지 코드를 포함하는 오류 메시지를 통보(s7)하고 수행을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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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단계(s1∼s5)에서 오류가 없으면 컴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공통화일, 즉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과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펙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
화일은 모든 EDIF 파일에서 정의한 SET 모드의 정의를 기록한 화일이며,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펙화일
은 모든 EDIF 화일의 릴레이션 정의를 chill 언어의 구조체로 변환하여 기록한 화일로서, 직접 접근 릴레
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시에 릴레이션의 구조를 알기 위해 필요한 화일이다. 우선 소
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공통화일이 위치하는 include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
사(s8)하고 만약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include 디렉토리를 생성(s9)하고 환경 설정 단계에서 
SRCDB 디렉토리로부터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10)한다. 입력된 EDIF 화일 목록으로부터 릴레
이션을 추출(s11)하고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펙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릴레이션명을 저장하는 
릴레이션명  저장  화일을  생성(s12)한다.  다음으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애트리뷰트를  추출(s13)하고 
chill 구문 형태의 저장 화일을 생성(s14)한다. 추출한 애트리뷰트가 SET 모드로 선언되어 있는지를 조사
(s15)하여 SET 모드로 선언되어 있으면 컴파일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DBMS_MODE.sp)을 
생성(s16)하고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펙화일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SET모드 저장 화일을 생성(S17)
한다. 추출한 애트리뷰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마지막 애트리뷰트 인지를 조사(s18)하고 마지막이 아니
면 즉 해당 릴레이션이 여러개의 애트리뷰트를 가지는 경우이므로 해당 릴레이션의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
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13∼s17)을 반복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EDIF 파일은 여러개의 릴레이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의 릴레이션은 여러개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마지막 애트
리뷰트 인지를 조사(s18)한 결과 현재의 애트리뷰트가 마지막 애트리뷰트이면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19)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즉 해당 EDIF 파일이 여러개의 릴레이션을 가지는 경우
이므로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11∼s18)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19)한 결과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이면 입력된 EDIF 화일 목록(s10)에서 하나
의 EDIF 화일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EDIF 화일이 마지막 EDIF 화일 인지를 조사(s20)
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의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10∼s19)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EDIF 
화일이면 상기의 릴레이션명을 저장하기 위해 생성된 릴레이션명 저장 화일(s14)을 조합하여 데이터베이
스 릴레이션 스펙화일을 생성한다.

이상에서 같이 컴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과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스팩화일을 생성하
는  단계를  마치면,  우선  프로세서별로  생성되는  메타  데이터인  카달로그가  위치해야  하는 카달로그
(catalog)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100)하고  만약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카달로그
(catalog)  디렉토리를 생성(s101)하고 시스템 형상에 정의된 프로세스별로 SOR 디렉토리를 생성(s103)한
다. 카달로그(catalog)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100)한 결과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면 시스템 형
상에 정의된 프로세서별로 SOR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102)하고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SOR 
디렉토리를 생성(s103)하여 카달로그 생성을 위한 환경 설정을 마친다. 다음으로 초기의 시스템 환경 설
정 단계에서 SRCDB 디렉토리로부터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104)한다. 입력된 EDIF 화일 목록
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105)하고  릴레이션 식별자 목록(s5)로부터 해당 릴레이션의 식별자를 추출
(s106)한다.  다음으로  상기  단계에서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릴레이션  식별자,  릴레이션명,  릴레이션 
타입, 릴레이션의 저장 형태 그리고 튜플 크기 등 릴레이션에 대한 각종 정보를 프로세서별로 기록한 G-
CAT을 생성(s107)하고, 릴레이션 식별자, 애트리뷰트 식별자, 애트리뷰트명, 애트리뷰트 타입, 애트리뷰
트 크기 및 릴레이션 내에서 애트리뷰트가 나타나는 순서 등 각 릴레이션과 그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애트리뷰트 관련 정보를 나열한 화일인 R-A-CAT을 생성(s108)하고, 릴레이션 식별자, 릴레이션명, 애트리
뷰트 개수, 애트리뷰트 목록, 키애트리뷰트의 개수 및 목록 등 릴레이션과 그 릴레이션에 포함된 애트리
뷰트들을 프리세서별로 나열해 놓은 화일인 L-CAT을 생성(s109)한다. 또한 릴레이션명, 애트리뷰트명 및 
접근방법 등 릴레이션내의 각 애트리뷰트의 접근방법에 관한 정보를 갖는 ACM-CAT을 생성(s110)하며, 각 
릴레이션의 접근 권한 정보를 기록한 ACR-CAT을 생성(s111)하고, 릴레이션명, 일련번호, 릴레이션내의 튜
플 개수 및 서브 인덱스 주기 등 직접 릴레이션들의 정보를 나열한 SOR-DIR-INFORM을 생성(s112)한다. 추
출한 릴레이션에 대해 상기의 화일들의 생성을 마치면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
(s113)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즉 해당 EDIF 화일이 여러개의 릴레이션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모든 릴레이션
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105~s112)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113)한 
결과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이면 현재의 EDIF 화일이 마지막 EDIF 화일 인지를 조사(s114)하
고 마지막 아니면 다음의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104~s113)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EDIF 화
일이면 초기의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트랜잭션 화일 목록(s2)을 입력(s115)한다. 입력된 트
랜잭션 화일 목록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추출(s116)하고, 트랜잭션명, 트랜잭션 식별자, 트랜잭션 최대 수
행 시간 및 수행 프로세서 개수 등을 기록한 SOR-TRCONF-INFORM을 생성(s117)하고 트랜잭션명, 트랜잭션 
식별자,  트랜잭션  릴레이션  갯수  및  수행될  프로세서의  개수  등을  기록한  SOR-TRPREL-INFORM을 생성
(s118)한다. 추출한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마지막 트랜잭션 인지를 조사(s119)하고 마지막이 아
니면 다음 트랜잭션에 대해 상기 단계(s116~s118)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트랜잭션이면 현재의 트
랜잭션 화일이 마지막 트랜잭션 화일 인지를 조사(s120)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의 트랜잭션 화일에 대
해 상기 단계(s115~s119)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트랜잭션 화일이면 프로세서별로 메타 데이터인 
카달로그 생성을 마친다. 

다음으로 프로세서별 LOCK 정보, 릴레이션 저장형태에 따른 중복이나 부분 분산 및 인덱스 정보 등을 포
함하는 dfsf(data format specification file)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관련 화일이 위치하고 dfsf 디렉토
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200)하고 만약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dfsf 디렉토리를 생성(s201)하
고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202)한다. 입력된 EDIF 화일 목록으로
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203)하고 프로세서명 필드에서 프로세서를 추출(s204)한다. 그리고 추출된 프로세
서가 시스템 형상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서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프로세서 목록(s4)에 존재하는지를 조사(s205)하여 프로세서 목록에 존재하지 않으면 관리자 및 담당자에
게 오류메시지 코드를 포함하는 오류 메시지를 통보(s206)하고 수행을 마친다. 만약 프로세서 형상 목록
(s4)에 존재하면 정상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수행한다. 우선 입력된 EDIF 화일에서 접근 권한 필드가 LOCK
으로  정의된  릴레이션에  대해  프로세서별로  릴레이션  식별자를  나열한  화일인  SOR-LOCK-INFO를 생성
(s207)하고, 릴레이션의 저장 형태 필드가 PDIS로 정의된 릴레이션에 대해 릴레이션 식별자, 분산된 프로
세서 개수 및 프로세서명 등을 나열한 파일인 PDIS-INFORM을 생성(s208)한다. 또한 중복된 릴레이션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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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와 관련하여 릴레이션 식별자, 중복된 프로세서 개수 및 프로세서 목록 등의 정보를 나열한 화일인 
REP-INFORM을 생성(s209)하고, 시스템 관련 화일인 SYS-INFORM을 생성(s210)하고, 키 애트리뷰트의 접근 
방법이  index인  릴레이션에  대해  릴레이션  식별자와  서브  인덱스의  크기  등의  정보를  나열한  화일인 
INDEX-INFORM을 생성(s211)한다. 상기의 입력된 EDIF 화일 목록(s202)에서 추출된 릴레이션(s203)에 대해 
이와같은 작업을 수행한 후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212)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에 위치한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203~s211)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릴레이
션 인지를 조사(s212)한 결과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이면 입력된 EDIF 화일 목록(s202)에서 
현재의 EDIF 화일이 마지막 EDIF 화일 인지를 조사(s213) 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의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202~s212)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EDIF 화일이면 프로세서별 LOCK 정보, 릴레이션 저
장형태에 따른 중복이나 부분 분산 및 인텍스 정보 등을 포함하는 dfsf(data format specification file) 
생성 단계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교환기 시스템 형상별로 목적 데이터 생성시 IROF 화일을 작성
하고 링크하기 위하여 필요한 Hdr.dil 화일과 Xref.dil 화일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
성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한다. 

우선 상기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관련 화일이 위치하는 dgpool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
(s300)하고 만약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dgpool 디렉토리를 생성(s301)하고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302)한다. 입력된 EDIF 화일 목록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
(s303)하고 이동통신교환기 시스템 형상별로 목적 데이터 생성시 IROF 화일을 작성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EDIF 화일의 릴레이션 정의를 chill 구문 형태인 DIL(Data Input Language) 형식으로 변환(s304)하고 이
들을 모아놓은 화일인 Hdr.dil 화일을 생성(s305)한다. 또한 각 릴레이션에 대해 그 식별자의 튜플 개수, 
데이터 타입 및 로컬 프로세서와 글로벌프로세서 목록을 기록한 화일로서 목적 데이터 제작시 IROF를 링
크하기 위한 Xref,dil 화일을 생성(s306)한다. 여기서 IROF는 목적 데이터의 실제 릴레이션 데이터 부분
에 링크 되기 위한 부분으로 각종 정보를 갖는 헤드부와 실제 데이터의 초기값을 갖는 데이터부로 구성되
어 있으며 F 릴레이션 식별자 형태로 기술된다. 상기의 입력된 EDIF 화일 목록(s302)에서 추출된 릴레이
션 (s303)에 대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후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307)하
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에 위치한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303~s306)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307)한 결과 현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이면 입력된 EDIF 화
일 목록(s302)에서 현재의 EDIF 화일이 마지막 EDIF화일 인지를 조사(s308)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의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302~s307)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EDIF 화일이면 이동통신교환기 프
로세서에 로딩되어 기능을 수행할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한다.

우선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프로세서  목록(s4)을  입력(s309)하고  상기에서  생성(s306)한 
Xref.dil 화일을 입력(s310)한다. 입력된 Xref.dil 화일에서 프로세서를 추출하고 추출된 프로세서가 목
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인지를 판단(s311)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이면 
릴레이션  정보를  추출(s312)하고  카달로그(catalog)디렉토리에  생성된  각종  메타  데이터  정보를 추출
(s313)하고 dfsf 제작단계에서 생성된 PDIS-INFORM,-REP-INFORM,-SYS-INFORM 등을 포함한 각종 dfsf 정보
를 추출(s314)하여 헤드 화일을 생성(s315)한다. 그리고 시스템 형상에서 정의된 초기 데이터 화일 목록
(s3)로부터 블록의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등록한 초기 데이터 화일을 입력(s316)받아 데이터 화일을 작성
(s317)한다.  Xref.dil  화일에서 추출된 프로세서가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인지를 판단
(s311)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가 아니면 위의 단계(s312~s317)를 수행하지 않는다. 
상기의 입력된 Xref.dil 화일(s310)에서 추출된 릴레이션(s312)에 대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후 현재
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318)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에 위치한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310~s317)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릴레이션 인지를 조사(s318)한 결과 현
재의 릴레이션이 마지막 릴레이션이면 헤드 화일(s315)과 데이터 화일(s317)을 조합하여 해당 프로세서에 
로딩되어 기능을 수행할 프로세서별 목적 데이터를 생성(s319)한다. 입력된 프로세서 목록(s309)에서 현
재의 프로세서가 마지막 프로세서 인지를 조사(s320)하고 마지막이 아니면 다음의 프로세서에 대해 상기 
단계(s309~s319)을 반복 수행한다. 만일 마지막 프로세서이면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마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해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데 있
어서, 사용자로부터 등록된 EDIF(Exchange Data Input Form) 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로부터 직접데이타 
분석 단계, 논리적 설계 단계 및 물리적 설계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대용량인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데이터
의 계속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간에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의 정의 
및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목적 시스템의 형상이 상이함으로 인해 다수 개의 목적 데이터 화일도 제작이 가능하게 함으
로써 데이터 관리자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이동통신교환기 개발을 위한 패키지 제작 일정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DIF(Exchange Data Input Form)화일과 초기 데이터 화일을 등록 받고,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생
성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제 1 단계와, 데이터베이스 공통화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 환경을 
설정하고, 모든 EDIF  화일에서 정의한 SET  모드의 정의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과, 모든 
EDIF 화일의 릴레이션 정의를 chill 언어의 구조체로 변환하여 기록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그펙화일을 
생성하는 제 2단계와, 프로세서별로 각종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시스템 환경 설
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과 트랜잭션 화일 목록으로부터 프로세서별로 각종 메타 데이터를 생
성하는 제 3단계와, 프로세서별 LOCK 정보, 릴레이션 저장형태에 따른 중복이나 부분 분산 및 인덱스 정
보 등을 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dfsf(data  format 
specification file) 파일을 생성하는 제 4단계와, 이동통신교환기 시스템 형상별로 목적 데이터 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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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목적 데이타 생성시 링크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화일을 생성하며, 이를 
이용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5단계를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에
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설정을 하는 제 1단계는, EDIF 화일 목록(s1), 트랜잭션 화일 목록(s2) 및 초
기 데이터 화일 목록(s3),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형상에 정의된 프로세
서 목록(s4) 및 릴레이션 식별자 목록을 작성(s5)하는 단계와, 상기의 단계(s1~s5)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s6)하여 오류가 있으면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오류 메시지 코드를 포함하는 오류 메시지를 통보(s
7)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펙화일 생성하는 제 2단계는, 데이터 베이스 공통화일이 위치하는 include 디렉
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8) 하고,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 베이스 관련 공통화일을 저장하기 위
한 include 디렉토리를 생성(s9)하고,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10)하는 단계와, 입력된 EDIF 화일 목
록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11)하고 릴레이션 및 저장 화일을 생성(s12)하는 단계와, 릴레이션에 애트
리뷰트를 추출(s13)  하고 chill  구문 형태의 저장 화일을 생성(s14)하는 단계와, 추출한 애트리뷰트가 
SET 모드로 선언되어 있는지를 조사(s15)하고 SET 모드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만 컴화일에 이용되는 데
이터베이스 모드 스펙화일(DBMS MODE.sp)을 생성(s16)하고, SET 모드 저장 화일을 생성(s17)하는 단계와,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13~s17)를 반복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11~s18)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10~s19)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마지막 EDIF 화일까지 상기 단계를 수행한 후, 상기 릴레이션 명 저장 화일(s12)
과 SET 모드를 저장한 화일(s17) 및 chill 구문 형태로 저장된 화일(s14)을 조합하여 데이터베이스 릴레
이션 스펙화일(DBMS  REL.sp)을 생성(s21)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에서 
메타 데이타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3단계는, 프로세서별로 생성되는 메타 데이터가 위치해
야 하는 카달로그 및 프로세서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100,s102)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카달로
그(catalog)  디렉토리를 생성(s101)하고 시스템 형상에 정의된 프로세서별로 프로세서(SOR)  디렉토리를 
생성(s103)하는 단계와, 초기의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SRCDB 디렉토리로부터 생성한 EDIF 화일 목록
(s1)을 입력(s104)하는 단계와, 입력된 EDIF 화일 목록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105)하고 릴레이션 식
별자 목록(s5)로부터 해당 릴레이션의 식별자를 추출(s106)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릴레이션에 대한 각종 종보를 프로세서별로 기록한 G-CAT을 생성(s107)하고, 애트리뷰트 관련 정보를 나
열한 화일인 R-A-CAT을 생성(s108)하며, 애트리뷰트들을 프로세서별로 나열해 놓은 화일인 L-CAT을 생성
(s109)하고, 각 애트리뷰트의 접근방법에 관한 정보를 갖는 ACM-CAT을 생성(s110)하며, 각 릴레이션의 접
근  권한  정보를  기록한  ACR-CAT을  생성(s110)하고,  직접  접근  릴레이션들의  정보를  나열한 SOR-DIR-
INFORM을 생성(s112)하는 단계와,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상기 단계(s105~s112)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104~s113)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마지막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
계가 끝나면, 초기의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트랜잭션 화일 목록(s2)을 입력(s115)하는 단계
와, 입력된 트랜잭션 화일 목록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추출(s116)하고, 트랜잭션명, 트랜잭션 식별자, 트랜
잭션 최대수행시간 및 수행 프로세서 개수를 기록한 SOR-TRCONF-INFORM을 생성(s117)하고 트랜잭션 명, 
트랜잭션 식별자, 트랜잭션 릴레이션 갯수 및 수행될 프로세서의 갯수 등을 기록한 SOR-TRPREL-INFORM을 
생성(s118)하는 단계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상기 단계(s116~s118)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트랜
잭션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115~s119)를 반복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
에서 메타데이타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fsf 화일을 생성하는 제 4단계는, 프로세서별 LOCK 정보, 릴레이션 저장형태에 따
른 중복이나 부분 분산 및 인덱스 정보 등을 기록하기 위한 dfsf(data format specification file) 디렉
토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s200)하고,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dfsf  디렉토리를 생성(s201)하는 단계와,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력(s202)하는 단계와, 입력된 EDIF 화일 목록
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203)하고 프로세서 명 필드에서 프로세서를 추출(s204)하는 단계와, 추출된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목록(s4)에 존재하지 않으면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오류 메시지 코드를 포함하는 오
류 메시지를 통보(s206)하고 수행을 마치는 단계와, 추출된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형상 목록(s4)에 존재하
면 입력된 EDIF 화일에서 접근 권한 필드가 LOCK으로 정의된 릴레이션에 대해 프로세서별로 릴레이션 식
별자를 나열한 화일인 SOR-LOCK-INFO를 생성(s207)하고, 릴레이션의 저장 형태 필드가 PDIS로 정의된 릴
레이션에 대해 릴레이션 식별자, 분산된 프로세서 개수 및 프로세서명 등을 나열한 화일인 PDIS-INFORM을 
생성(s208) 하며, 중복된 릴레이션을 프로세서와 관련하여 릴레이션 식별자, 중복된 프로세서 갯수 및 프
로세서 목록 등의 정보를 나열한 화일인 REP-INFORM을 생성(s209)하고, 시스템 관련 화일인 SYS-INFORM을 
생성(s210)하고, 키 애트리뷰트의 접근 방법이 인덱스(index)인 릴레이션에 대해 릴레이션 식별자와 서브 
인덱스 크기 등의 정보를 나열한 화일인 INDEX-INFORM을 생성(s211)하는 단계와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순
차적으로 상기 단계(s203~s211)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202~s212)를 
반복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환기에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
성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5단계는, 시스템 형상별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관련 화일이 위치하는 dgpool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지를 조사(s300)하여,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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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pool 디렉토리를 생성(s301) 하는 단계와,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EDIF 화일 목록(s1)을 입
력(s302)하는 단계와, 입력된 EDIF 화일 목록으로부터 릴레이션을 추출(s303)하고 EDIF 화일의 릴레이션 
정의를 chill 구문 형태인 DIL(Data Input Language)형식으로 변환(s304)하고, 이들을 모아놓은 화일인 
Hdr.dil 화일을 생성(s305)하며, 각 릴레이션에 대해 그 식별자와 튜플 개수, 데이터 타입 및 로컬 프로
세서와 글로벌 프로세서 목록을 기록한 화일로서 목적 데이터 제작시 IROF를 링크하기 위한 Xref.dil 화
일을 생성(s306)하는 단계와,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단계(s303~s306)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s302~s307)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모든 EDIF 화일에 대해 
상기 단계를 마치면, 시스템 환경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프로세서 목록(s4)을 입력(s309)하고 상기에서 
생성(s306)한 Xref,dil  화일을 입력(s310)하는 단계와, 입력된 Xref.dil  화일에서 프로세서를 추출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이면 릴레이션 정보를 추출(S312), 각종 메타 데이터 정보를 추출
(s313) 및 각종 dfsf 정보를 추출(s314)하여 헤드 화일을 생성(s315)하며, 초기 데이터 화일 목록(s3)로
부터 초기 데이터 화일을 입력(s316)받아 데이터 화일을 작성(s317)하는 단계와,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Xref.dil 화일을 입력(s310)한 후, 프로세서를 추출하여 목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대해서만 상기 단계(s312~s317)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와, 마지막 릴레이션까지 상기 단계를 
마치면, 헤드 화일(s315)과 데이터 화일(s317)을 조합하여 해당 프로세서에 로딩되어 기능을 수행할 프로
세서별 목적 데이터를 생성(s319)하는 단계와,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 상기 단계(s309~s319)를 반복 수행
하여 목적 데이터 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마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교
환기에서 메타 데이터 및 목적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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