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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어셀에 의해 입력셀의 전송을 제어하는 ATM교환망, ATM교환기 및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
리방법

요약

패키지교환장치 및 망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용
이하게 신호처리를 계속하고 신호처리 장치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용이하게 그의 처리능력을 증
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TM 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나 과부하상태와 같은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망내의 다른 교환기에 전달하여 다른 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신호처리를 속행
하고, 3대 이상의 ATM 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의 1대 또는 여러대의 교환기를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하며, 3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
의 ATM교환기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가 발생한 교환기가 관리하고 있던 각 신호접속의 루트마다 인접
하는 ATM교환기를 백업전용 교환기로서 사용하며, ATM스위치와 신호처리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경유로 
접속하며, 신호처리장치를 갖지 않는 여러대의 ATM교환장치에 입력되는 셀의 ATM스위치 내 경로제어를 망
내에 접속된 임의의 특정의 ATM교환기 또는 임의의 특정의 외부호제어장치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 의해서, 교환기의 비용증대를 초래하지 않고 ATM교환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
고 신호처리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고 SVC기능
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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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제어셀에 의해 입력셀의 전송을 제어하는 ATM교환망, ATM교환기 및 ATM 변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 적용되는 ATM교환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구성도.

제2도는 제1도의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구성도.

제3도는 ATM교환기에서 사용되는 호제어정보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제1도의 ATM교환기의 라인인터페이스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일반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제어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기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제8도는 제7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9도는 제7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SETUP메시지의 분할/조립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1실시예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제12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5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장해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6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장해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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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장해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8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2개의 ATM교환기 사이에서의 헤더변환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제19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0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1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2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3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정보셀의 흐름을 설명하는 도면.

제24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기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제25도는 제24도에 있어서의 과부하상태 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6도는 제24도에 있어서의 과부하상태 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7도는 제24도에 있어서의 과부하상태 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8도는 제24도에 있어서의 과부하상태 발생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9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0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1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2도는 제31도의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구성도.

제33도는 제3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4도는 제3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5도는 제3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6도는 제31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7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기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8도는 제37도에 있어서의 초기설정후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39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0도는 제39도의 ATM-HUB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구성도.

제41도는 제39도의 교환망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2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3도는 제42도의 교환망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4도는 제42도의 교환망을 기초로 한 다른 교환망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5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프로세서(40)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46도는 제11도에 있어서의 MPU(105)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패킷교환장치 및 망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정길이패킷의 교환을 실행하는 비동기 전
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에 적합한 장치 및 망의 구성에 관
한 것이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엽합의 전기통신 표준화부문(International Telecom 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T)에서는 광대역 ISDN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권고의 표
준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대역ISDN은 ATM교환방식을 채용하고, 사용자에 대히서 예를들면 156Mbit/s
의 회선속도의 서비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ATM교환방식을 실현하는 교환기(이하, ATM교환기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신호처리의 실현방식으로서는 미
국특허공보 5,214,642호에 기재된 방식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가입자선 및 중계선과 신호처리장치를 ATM
스위치를 거쳐서 접속하는 것에 의해 신호처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여러개의 가입자선 및 중계선이 
ATM스위치  경유로  신호처리장치를  공유화해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경제적인  ATM교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광대역 ISDN을 실현하는 ATM 교환기는 다수의 사용자의 신호를 고속 처리하는 것으로, 고신뢰성의 시스템
이 요구된다. 따라서 ATM교환기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라도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종래부터 알
려져 있는 바와 같은, 예를들면 「이중화」로 대표되는 교환기를 용장구성으로 하는 바와 같은 고신뢰화
가 도모되고 있다. 이것은 ATM교환기를 구성하는 스위치나 신호처리부나 프로세서 등의 각 기능블럭을 각
각의 블럭마다 이중화해서 한쪽이 고장난 경우에는 다른쪽의 블럭으로 대체하는 것에 의해서 장해발생시
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또, 종래의 ATM교환망은 각 ATM교환기마다 신호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정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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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설정/해방기능(Signalling Virtual Channel : SVC 기능)을 실현하고 있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부터 공지되어 있는 ATM교환망에서는 ATM교환기내의 신호처리장치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등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만, 신뢰성의 확보나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해서 구성하면 
용장구성을 채용하거나 하므로 교환기나 망 전체의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 한편, 
광대역 ISDN이 보급하는 프로세스를 고려해 보면, 종래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도입
당초에는 대용량의 중계망을 구성하는 대규모 교환망부터 도입되지만, 여기에서는 신호처리되는 가입자수
는 상당히 많으므로, 상기와 같은 비용상승이 있더라도 가입자당의 비용상승은 상대적으로 작게 억제되어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광대역 ISDN의 도입이 LAN이나 사설교환망 등 소규모 가입자
를 수용하는 소규모 통신설비나 통신망으로까지 진척된 경우, 이들의 소규모 교환망은 적용하는 통신서비
스나 트래픽조건이 각각 달라 다양한 것이고 또한 가입자도 적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중계망을 구성하는 
대규모 교환망과 마찬가지 시스템구성을 사용하면 가입자당의 비용상승이 매우 커져 버린다.

현재, 하드웨어 기술의 진보에 의해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은 매우 작아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 호(call)제어 등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스텝수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기능망
(Intelligert Network : IN)의 도입에 따른 각종 기능의 실현을 위해서 대규모로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에 기인하는 장해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교환기의 각 장치를 이중
화해도 소프트웨어에 기인하는 장해를 구제해서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많
고 또 장치의 복잡함도 커져 버린다. 즉, 소프트웨어의 장해에 초점을 둔 신뢰성향상 대책을 취하는 것이 
금후의 광대역 통신장치나 통산망을 구성하고 보급하는데 중요하다.

또, IN기능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호제어 등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에는 해마다 큰 처리능력이 요구되
고 있지만, 교환기의 프로세서를 보다 고성능의 것으로 교환하는 것은 현상의 교환기나 교환망의 구성에
서는 용이하지 않고 또 교환에 따른 비용도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1] 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나 과
부하 상태와 같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용이하게 신호처리를 계속하는 교환기 및 교환망의 구성과 처
리수순을 제공하는 것, [2] 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 또는 신호채널의 레이어 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 장치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용이하게 그의 처리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교환기 및 교환
망의 구성과 처리수단을 제공하는 것, [3] SVC기능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ATM교환망을 실현하는 수
단을 제공하는 것 및 [4] LAN이나 사설망과 같은 소규모 네트워크라도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호처리 수순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성의 ATM교환기나 ATM교환망을 제공하는 것
을 본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ATM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나 과부하상태와 같은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망내의 다른 교환기로 전달하여 다른 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신호처리를 속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ATM단말a와 ATM단말b 
사이의 정보채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호제어프로세서는 SETUP메시지의 수신과 송신 CONNECT메시지의 수
신과 송신, CONNECT ACK메시지의 송신의 합계 5메시지의 처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한번
에 다수(예를 들면 1000)의 단말에서 정보채널의 설정요구(SETUP메시지)가 송신되었다고 하면 호제어프로
세서는 합계 5000메시지의 처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호제어프로세서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예를 들면, 1초)내의 5000메시지의 처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상태를 과부하
상태라고 한다.

즉, 종래는 라인인터페이스와 라인인터페이스의 외부에 마련된 제어부(대부분의 경우, 프로세서)가 제어
라인에 의해 접속되고, 이 제어라인을 거쳐서 라인인터페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내용을 리라이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본 발명은 라인인터페이스의 외부에 마련된 프로세서와 같은 제어부에서 만들어진 
제어셀을 사용하여 라인 인터페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내용을 리라이트하고 통신상황에 따라서 입력
셀 ATM교환기의 원하는 출력포트로 출력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라인인터페이스와 제어부가 제어라인에 의해 접속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셀과 마찬가지로 
제어셀을 라인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으므로, 예를들면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던 ATM교환기 A
의 프로세서가 고장에 의해 동작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과부하로 된 경우, 다른 ATM교환기B의 프로세서
에 의해 ATM교환기A의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다.

또, 3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의 1대 또는 여러대의 교환기를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하는 것도 특징으로 한다.

또, 3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의 ATM교환기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장해가 발생한 교환기가 관리하고 있던 각 신호접속의 경로마다 인접하는 ATM교환기를 백
업용 교환기로서 사용하는 것도 특징으로 한다. 

또, ATM스위치와 신호처리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 경유로 접속하는 것도 특징으로 한다.

또, 신호처리장치를 갖지 않는 여러개의 ATM교환장치(이하, ATM-HUB라고 한다)에 입력되는 셀의 ATM스위
치내 경로제어(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망내에 접속된 임의의 특정의 ATM교환기(이하, 사업소용의 
ATM교환기를 ATM-PBX라고 한다) 또는 임의의 특정의 외부호제어장치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도 특징으로 한
다.

이 경우, ATM-HUB의 외부에 마련된 특정의 ATM교환기 또는 외부호제어장치의 신호처리장치에 의해 제어셀
을 작성해서 ATM-HUB내의 라인인터페이스로 보내고, 이 제어셀에 의해 헤더변환테이블의 내용을 리라이트
해서 ATM-HUB내에서의 입력셀의 전송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ATM교환기내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나 과부하상태와 같은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것
을 망내의 다른 교환기로 전달하여 다른 교환기가 호제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의해서, 이중화 등을 위
한 교환기의 비용증대를 초래하는 일없이 ATM교환기의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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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의 1대 또는 여러대의 교환기만을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와 마찬가지로 교환기의 비용증대를 초래하는 일없이 ATM교
환기의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

또, 3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접속해서 ATM교환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의 1대의 ATM교환기에 장
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가 발생한 교환기가 관리하고 있던 각 신호접속의 루트마다 인접하는 ATM교환기를 
백업용 교환기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용이하게 ATM교환기의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 ATM스위치와 신호처리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 경유로 접속하여 상기의 백업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처리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다.

또, 신호처리장치를 갖지 않는 여러대의 ATM-HUB에 입력되는 셀의 ATM스위치내 경로제어를 망내에 접속된 
임의의 특정의 ATM-PBX 또는 외부 호제어장치에 의해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용이하게 SVC기능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ATM교환망에 있어서 임의의 ATM교환기의 호제어프
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ATM교환기에 통지하고 또 신호처리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전송하며 또한 ATM교환기가 수신하는 신호채널의 셀도 전송하도록 해서, 장해가 발생한 ATM교환기의 
신호처리를 다른 ATM교환기가 백업하도록 한 것에 의해 용이하게 신호처리의 백업을 실현할 수 있는, 즉 
ATM교환망의 교환처리능력의 저하나 교환처리의 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또, 임의의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가 과부하상태에 빠졌을때에 이것을 다른 ATM교환기에 통지하고 
또 과부하상태의 ATM교환기에 도착하는 새로운 신호채널의 셀을 다른 ATM교환기로 전송하여 새로운 신호
채널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의해서,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의 부하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는 효과도 있다.

또, 신호처리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 경유로 ATM스위치에 접속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처리장치 및 호
제어장치의 증설이 용이하게된다는 효과도 있다.

또, 신호처리장치를 갖지 않는 여러대의 ATM-HUB와 ATM-PBX 또는 외부 호제어장치로 ATM교환망을 구성하
고, ATM-PBX 또는 외부 호제어장치에 의해서 상기 ATM-HUB의 ATM스위치내 경로제어(LIF내의 헤더변환테이
블의 설정)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용이하고 저렴하게 SVC기능을 실현한 ATM교환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본 발명은 인채널제어방식, 즉 ATM교환기나 ATM-HUB등의 ATM교환장치에 있어서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
이트를 제어셀(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에 사용하는 셀)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명이다. 
또, 본 발명의 교환기내나 망내에서는 제어셀이 전송되는 것에 의해서, 신호채널의 셀(이하, 신호셀이라
고 하며, 호제어 메시지를 저장해서 송수신하는 셀) 및 정보채널의 셀(이하, 정보셀이라고 하며, 가입자 
단말사이에서 송수신하는 정보(예를들면 음성이나 화상데이타)를 저장하는 셀)의 ATM스위치내의 경로가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기 신호셀과 정보셀의 양쪽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반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세한 설명전에 제1도∼제4도에서 도시한 본 발명을 적용하는 ATM교환기의 블럭구성도를 인용하면서 개
략적인 구성과 동작을 먼저 설명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채널 제어방식에 있어서는 단말 또는 다른 ATM교환기에서 보내져 오는 신호셀이 제
1도의 ATM교환기(2)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 Line Interface : 광/전기변환 및 셀헤더의 변환장치. 상
세한 것은 제4도의 설명 참조.)(10)((10-1)∼(10-j))와 ATM스위치(30)을 경유해서 신호처리장치(1)에 입
력되고, 신호처리장치(1)내의 접속처리부(ADP처리부, Adaptation : 고정길이의 셀과 가변길이의 신호채널 
데이타의  변환을  실행한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10도  참조.)(100)(제2)  및  SSCOP처리부(Service 
Specific Connection Oriented Protocol :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권고 Q.2110에 의해 규정된 프로토콜에 의해, 인가된 데이타
를 확실하게 지정된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101)을 경유해서 프로세서(40)내에서 실현되는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다. 호제어프로세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LIF(10)중에 있는 헤더변환테이블
(211)(제4도)을 리라이트하는 정보를 제어셀 송수신부(103)(제2도)로 송신한다. 제어셀 송수신부(103)에
서는 헤더변환테이블(211)을 리라이트하는 정보를 포함한 제어셀이 작성되고, 이 제어셀은 ATM스위치(3
0)을 거쳐서 LIF(10)으로 보내진다. LIF(10)에서는 제어셀을 제어셀 분리회로(202)(제4도)에 의해 분리하
고 컨트롤러CTL(205)를 경유해서 헤더변환테이블(211)을 리라이트한다.

또, 본 발명이 적용되는 ATM교환기는 LIF(10)에 마련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리라이트를 신호처리장치
(1)의 버스(104)(제2도)를 거쳐서 직접 실행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ATM교환기내나 ATM교환망내에 구비
된 임의의 신호처리장치(1)이 ATM스위치를 거쳐서 실행하는 구성으로 한 것에 특징이 있다. 즉, ATM교환
기내나 ATM교환망내에 구비된 임의의 호제어프로세서로부터의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는 정보는 제
어셀로서 신호처리장치(1)의 제어셀 송수신부(103)과 ATM스위치(30)을 거쳐서 LIF(10)으로 보내지도록 구
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ATM교환기나 ATM교환망을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임의의 교환기의 호프
로세서에 이상상태의 하나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 장치는 수신한 신호셀을 다른 교환기나 통신장
치로 전송하고 이 신호셀이 전송된 장치가 장해가 발생한 장치의 호제어를 대행해서 헤더변환테이블을 리
라이트하는 정보를 얻은 후,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는 정보를 제어셀로 해서 장해가 발생한 장치로 
반송하여 장해가 발생한 교환기내의 LIF(10)에 마련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고, 리라
이트된 헤더변환테이블의 내용에 따라서 ATM스위치내의 정보채널의 경로를 확립해서 단말사이에서의 정보
의 교환이나 통신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 및 ATM교환기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을 적용하는 ATM교환기 또는 통신장치의 시스템구성의 1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도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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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ATM교환망에 있어서 사용하는 ATM교환기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제1도에  있어서  ATM교환기(2)는  고정길이의  셀의  교환을  실행하는  ATM스위치(30), 광섬유(11-1)∼(11-
j)에서 입력되는 셀에 대해서 헤더변환 이외의 것을 실행하는 여러대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10-1)∼
(10-j), 신호채널의 셀에 대한 레이어2 이하의 프로토콜처리(예를들면, 여러개의 셀로 1개의 신호채널 메
시지를 조립하는 처리 등)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1), 상기의 조립된 메시지에 대한 레이어3(호제어)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40) 및 프로세서(40)이 각종 정보의 기억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메모리(41)로 구
성하였다. 여기에서, 각 레이어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표준화
된  「개방형  시스템간  접속  :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에  있어서  7계층  모델로서  규정되어 
있고, 레이어 2는 데이타링층, 레이어 3은 네트워크층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술한 SSCOP 및 후술하
는 UNI-SSCF(ITU-T권고 Q.2130), NNI-SSCF(ITU-T 권고 Q.2140)이 레이어 2에 상당한다. 또, 레이어 3은 
ITU-T권고 Q.2931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본 발명에서는 프로세서(40)이 상기 기능을 실현한다. 구체적으
로는 제10도에 도시한 각 메시지의 송수신을 실행한다.

여기에서, 광섬유(11-1)∼(11-j)중의 임의의 1개의 광섬유(11-i)를 예로 들어 셀의 흐름을 설명한다. 광
섬유(11-1b)에서  입력된  신호셀(사용자로부터의  정보채널  설정요구의  셀  등)은  LIF(10-i), ATM스위치
(30)(입력포드 INi에서 출력포드 OUT15)을 경유해서 신호처리장치(1)로 보내지고, 여기에서 1개 또는 여
러개의 신호셀로 1개의 메시지가 조립되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프로세서(40)이 소정의 프로토콜 처리를 
실행한다.

상기 프로토콜처리의 결과, 예를들면 프로세서(40)은 LIF(10-i)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제4도)을 리라
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의 송신을 신호처리장치(1)내의 제어셀 송수신부(103)(제2도)에 지시한다. 생성된 
제어셀은  신호처리장치(1)에서  ATM스위치(30)(입력포트IN15에서  출력포트OUTi)를  경유해서  LIF(10-i)에 
도달하고, LIF(10-i)내의 CTL(205)(제4도)가 상기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여 정보채널을 설
정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 광섬유(11-ib)에서 정보셀(사용자로부터 사용자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셀)이 입력
되면, 이 셀은 예를들면 LIF(10-i)에서 ATM스위치(30)(입력포드INi에서 출력포트OUTj), LIF(10-j)를 경유
해서 광섬유(11-ja)로 출력된다.

다음에, 상술한 각 장치 및 회로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ATM교환기(2)는  신호처리장치(1),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10)(더욱  상세하게는 (10-
1)∼(10-j)로 표시한 여러개의 LIF), ATM스위치(30), 프로세서(40) 및 메모리(41)로 구성하였다. 신호처
리장치(1)은 버스(15)(송신버스(15a)와 수신버스(15b))를 거쳐서 ATM스위치(30)에 접속되어 있다. 또, 신
호처리장치(1)은 버스(108)을 거쳐서 신호채널의 레이어3이상의 프로토콜처리(호제어 등)이나 LIF(10)내
에 마련한 ATM스위치(30)에 의해 셀을 교환하기 위해서 셀에 포함되는 수신인 식별자를 변경하기 위한 헤
더변환테이블(제4도의 (211)(상세한 내용은 후술))의 설정 등을 실행하는 프로세서(40)에 접속되어 있다. 
또, 프로세서(40)은 버스(108)을 거쳐서 프로세서(40)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저장영역 및 워크영역에 사
용하는 메모리(41)에 접속되어 있다. 이 메모리(41)에는 예를들면 호제어정보테이블(42)(상세한 구성은 
제3도를 사용해서 후술한다)등이 존재한다.

ATM스위치(30)은 고정길이의 셀의 교환을 실행하는 교환수단으로서, 광/전기변환이나 셀의 헤더부의 변환
등을 실행하는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10)((10-1)∼(10-j))를 거쳐서 예를들면 156Mbit/s의 데이타전송 
속도를 갖는 광섬유(11)((11-1)∼(11-j))을 수용하고, 광섬유에서 입출력되는 셀의 교환을 실행하는 것이
다. 이 ATM스위치(30)과 각 LIF((10-1)∼(10-j))는 버스(12((12-1)∼(12-j))에 의해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또한, 본 실시예의 ATM교환기에 있어서의 버스(12) 및 (15)는 각 신호를 바이트단위로 병렬데이
타로서 처리하기때문에, 각각 8비트폭을 갖는 송신버스(LIF로 신호를 송신하는 방향의 버스로서, 도면에 
첨자a를 부가)와 수신버스(LIF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방향의 버스로서, 도면에 첨자b를 부가)의 쌍 (12a)
와 (12b) 및 (15a)와 (15b)로 구성하였다.

제2도는 상기 신호처리장치(1)의 상세한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신호처리장치(1)에서는 수신시에는 여러개로 분할되어 입력된 고정길이 셀이 조립되어 분할전의 메시지로 
복원되고, 출력시에는 1개의 메시지가 여러개의 고정길이로 분할되어 출력된다. 신호처리장치(1)은 ATM스
위치(30)에서 처리되는 고정길이의 셀과 신호처리장치(1)의 내부에서 처리를 실행하는 가변길이의 신호채
널 데이타와의 변환처리를 실행하는 접속처리부(ADP처리부)(100), 신호채널의 레이어 2상당의 프로코톨인 
SSCOP(Service Specific Connection Protocol)를 처리하는 SSCOP처리부(101), LIF(10) 및 ATM스위치(30)
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셀(제6도의 (60))의 송수신을 실행하는 제어셀 송수신부(103), 프로세서(40)과 신
호처리장치(1) 사이에서 정보의 수수를 실행하는 인터페이스회로(107), 상기 ADP처리부(100), SSCOP처리
부(101), 제어셀송수신부(103)의 제어 및 단말과 교환기 사이의 통신에 있어서 사용되는 UNI-SSCF(User 
Network Interface-Service Specific Convergence Subl ayer)프로토콜이나 교환기 사이의 통신에서 사용
되는  NNI-SSCF(Network  Node  Interface-SSCF)프로토콜의  처리를  실행하는  연산처리장치(MPU)(105), 

MPU(105)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저장이나 프로세서(40)과 MPU(105) 사이의 데이타의 수수 및 MPU(015)와 
SSCOP처리부(101) 사이의 SSCOP처리부(101) 사이의 데이타의 수수를 실행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사용하는 
메모리(106), 제어셀(60)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버스(109), 가변길이의 신호데이타를 전송하는 버스(102) 
및 상기 ADP처리부(100), SSCOP처리부(101), 제어셀 송수신부(103), 인터페이스회로(107), MPU(105), 메
모리(106) 끼리를 접속하는 버스(104)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ADP처리부(100)은  버스(15)(송신버스(15a)와  수신버스(15b))를  거쳐서 상기 ATM  스위치(30)와, 
버스(102)를 거쳐서 SSCOP처리부(101)과, 또 버스(109)를 거쳐서 제어셀 송수신부(103)과 접속하고, 또한 
인터페이스회로(107)은 버스(108)을 거쳐서 상기 프로세서(40) 및 메모리(41)을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였
다.

제3도는 제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의 메모리(41)에 수용되는 호제어정보 테이블(42)의 내용의 1예를 도시
한 테이블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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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 호제어정보 테이블(42)는 가입자번호(다이얼번호)를 어드레스정보로 하고 어드레스에서 검
색되는 위치에 그의 가입자의 수용위치(ATM스위치(30)에 접속된 버스(12)(12-1)∼(12-j)의 번호나 발신규
제플래그(국제전화의 발신을 허가하는지 않는지 등)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다음에,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10)의 구성에 대해서 제4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4도는 회선인터페
이스장치(10)의  상세한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구성도로서,  여러개  있는  LIF(10)((10-1)∼(10-j))중에서 
LIF(10-i)를 대표로 해서 그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동일도면에 있어서, LFI(10-i)는 ATM스위치(30)에서 송신버스(12a-i)를 거쳐서 입력되는 각 셀에 대해, 
후술하는 셀(제5도에 도시한 일반셀(50)과 제6도에 도시한 제어셀(60))의 선두에 각각 부가된 루트정보R 
(51) 또는 (61)을 삭제하기 위한 류트정보삭제회로(201), LIF(10-i)에 입력되는 셀중 ATM스위치(30)을 거
쳐서  신호처리장치(1)에서  보내져  오는  제어셀(60)(더욱  정확하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VPI,  VCI)= 
(90,i)의 제어셀)만을 추출해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리라이트를 실행하는 제어회로CTL(205)로 전송하
는 제어셀 분리회로(202), 송신버스(12a-i)에서 8비트 병렬로 입력된 셀의 데이타를 1비트씩 직렬데이타
로 변환하는 병렬/직렬 변환회로(P/S변환회로)(203)  및 상기 직렬데이타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용의 
광섬유(11-ia)로 출력하기 위한 전기/광 변환기(E/O변환기)(204)를 구비한다.

또, 상기 LIF(10-i)는 외부장치(가입자 단말 또는 다른 ATM교환기)에서 수신용의 광섬유(11-ib)를 거쳐서 
입력되는 광셀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 변환기(O/E변환기)(206),  O/E변환기(206)에서 
입력되는  직렬신호를  8비트단위의  병렬데이타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회로(S/P변환회로)(207), 

CTL(205)에서 입력되는 제어셀(60)(더욱 정확하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VPI,VCI)=(91, i)의 제어셀)을 
회선(11-ib)로부터의 수신셀(제5도에 도시한 일반셀(50)과 제6도에 도시한 제어셀(60)) 사이에 삽입하는 
제어셀 삽입회로(208), 헤더분리회로(209), 헤더삽입회로(201) 및 헤더변환테이블(211)을 구비한다.

헤더분리회로(209)는 입력된 셀의 셀헤더부 H(52)(또는 (62))를 분리해서 헤더변환테이블(211)로 출력함
과 동시에, 입력된 셀의 정보필드(53)(또는 (69))을 헤더삽입회로(210)으로 출력한다.

여기에서, 헤더변환테이블(211)은 메모리(RAM)으로 구성되고, 헤더분리회로(209)에서 셀헤더 H가 입력되
면,  헤더부의  가상경로식별자  VPI(Virtual  Path  Identifier)과  가상채널  식별자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어드레스로 해서 메모리를 검색하고,  검색위치에서 새로운 셀헤더 H와 상술한 루트정보 
R(51)(또는  (61))을  리드하고,  이들의  정보를  헤더삽입회로(210)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헤더삽입회로
(210)은 헤더변환테이블(211)에서 리드된 새로운 셀헤더 H와 루트정보 R을 헤더분리회로(209)에서 보내져 
오는 정보필드(53)(제5도)  또는 (69)(제6도)의  선두에 부가해서 셀(50)(또는(60))을  수신버스(12b-i)를 
거쳐서 ATM스위치(30)으로 보낸다.

또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내용은  후술하는  제7도에  있어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의  초기값은 
CTL(205)가  버스(212)를  거쳐서 설정(라이트)한다.  또,  초기값 이외의 값은 프로세서(40)(또는 MPU(10
5))이 제어셀(60)을 사용해서 설정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프로세서(40)이 제어셀 송수신부(103)에 대해
서 헤더변환테이블(211)내의 설정(라이트)지시를 보내면, 제어셀(60)이 버스(109), ADP처리부(100), 버스
(15a),  ATM스위치(30),  버스(12a),  제어셀  분리회로(2020)를  거쳐서  제어회로CTL(205)에  도달하고, 
CTL(205)는 버스(212)를 거쳐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내용을 설정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ATM교환망에서 사용하는 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5도는  가입자  단말  또는  다른  ATM  교환기에서  광섬유(11b)를  거쳐서  입력되는  일반셀(신호셀  및 
정보셀)의 포맷을 도시한 셀구성도이다. 일반셀(50)은 5바이트의 셀헤더(52)와 48바이트의 정보필드(53)
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헤더(52)는 일반적 흐름제어(GFC: Generic Flow Control), 제1접속식별자인 가상
경로 식별자(VPI), 제2접속식별자인 가상채널 식별자(VCI), 페이로드타입(PT: Payroad Type), 셀손실 우
선제어표시(CLP: Cell Loss Priority) 및 헤더에러제어(HEC: Header Error Control)로 구성된다.

또, 제6도는 제어셀의 셀포맷을 도시한 셀구성도이다.

제어셀(60)은 제5도의 일반셀과 마찬가지로, 5바이트의 셀헤더(62)(구성은 제5도의 일반셀의 헤더(52)와 
마찬가지)와 본 발명의 인채널 제어방식에서 사용하는 제어데이타를 수용하는 48바이트의 정보필드(69)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보필드(69)는 1바이트의 ID필드(63), 5바이트의 입력셀헤더(64), 11바이트의 
출력루트정보(65), 5바이트의 출력셀헤더(66), 4바이트의 순회부호검사(CRC)(68)로 구성하였다. 또, 동일
도면의 정보필드(69)는 전체바이트가 제어에 관한 정보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어 있는 바이트
(67)(본 실시예에서는 22바이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바이트정보필드(69)의 선두에 있는 ID필드(63)은 그의 제어셀(60)이 헤더변환테이블(211)로의 라이
트명령인지 또는 리드명령인지 등을 나타내는 식별자이고, 다음의 입력셀헤더(64)는 헤더변환테이블(21
1)의 어느 어드레스위치(VPI, VCI)에 대한 라이트 또는 리드명령인지를 나타낸다. 또, 출력루트정보(65)
와 출력셀헤더(66)은 ID필드(63)이 라이트명령이면,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지정된 어드레스위치에 라이
트할 ATM스위치내에서의 셀의 루팅(routing)정보와 부가될 헤더의 데이타((출력VIP, VCI)이외)를 나타내
고, ID필드(63)이 리드 명령이면,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지정된 어드레스위치에서 리드된 ATM스위치내에
서의 셀의 루팅정보와 부가될 헤더의 데이타((출력 VPI, VCI)이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제5도와 제6도에 도시한 11바이트의 루트정보(52)과 (61)은 셀을 하드웨어만으로 고속으로 출
력버스마다 할당하기 위한 정보이고, ATM스위치(30)은 통상 여러개의 스위치를 다단 접속하는 것에 의해 
실현되므로, 상기 루트정보에 각 단의 ATM스위치에서 셀의 교환을 실핼할 때에 그의 셀을 어느 출력버스
로 전송하면 좋은지를 나타내는 정보 등을 기록한다. 또한, 루트정보(51)과 (61)은 ATM교환기(1)내에 있
어서만 부가되는 것으로서, 가입자선 및 중계선에 있어서는 상기 루트정보는 삭제하고 각 셀은 전송된다.

임의의 셀이 제어셀(60)인지 일반셀(50)인지는 셀의 헤더부(52) 또는 (62)에 있는 VPI에 의해 식별된다. 
예를들면, VPI=(90)또는 (91)인 셀은 자교환기내에서의 제어셀인 것으로 하고, 이 VPI는 가입자선/중계선 
사이를 스위치(30) 경유로 통과하는 일반셀(50)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타교환기의 신호처리장치가 신호처리의 백업을 실행할 때에 타교환기로부터의 제어셀을 받아들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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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예를들면 VPI=(92)나 (93) 등을 할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 VPI는 가입자선 및 자교환기내의 제어셀용
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신용 광섬유(11b)를 거쳐서 입력되는 셀이 가입자선 단말 또는 다른 ATM 교환기와 신호처리장치 사이에
서 송수신되고, 단말사이나 교환기 사이의 통신의 개시나 종료 등의 호(call)제어에 사용되는 신호셀인 
경우, LIF(10)중에 있는 신호셀에 부착된 VPI,VCI와 대응하는 헤더변환테이블(211)내의 어드레스에는 스
위치(30)이 입력셀을 신호장치(1)로 전송하기 위한 버스(15)로 루팅하기 위한 루트정보가 미리 설정되어 
있고, 헤더변환후의 셀은 ATM스위치(30)에 의해서 버스(15)로 출력되고, 신호처리장치(1)에서 소정의 메
시지로 조립되어 프로세서(40)에 통지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메시지에는 호제어에 필요한 발신원이나 수신인단말의 번호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프로세서
(40)은 상기 메시지에 따라서 레이어3(호제어)의 처리를 실행한다. 그 결과, 예를들면 다른 가입자단말이
나 ATM교환기에 대한 신호채널 메시지(예를들면, 다른 가입자 단말에 대한 착호통지나 다른 ATM교환기에 
접속된 가입자 단말에 대한 호설정요구 등)을 송신할 필요가 있으면, 신호처리장치(1)에 대해서 상기 메
시지의 송신요구를 보낸다.

신호처리장치(1)은 프로세서(40)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SSCOP처리 및 ADP처리를 실행하고, 생성된 셀
을 버스(15a)를 거쳐서ATM스위치(30)으로 송출한다. 이들의 셀은 신호처리장치(1)내의 ADP처리부에서 부
가된 루트정보(51)에 따라서 다른 가입자단말이나 교환기에 접속되는 LIF(10)에 도달하고, 가입자선이나 
중계선을 거쳐서 상대방단말이나 교환기에 보내진다.

제7도∼제10도를 사용해서 상술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7도는 제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2)에 ATM단말a와 ATM단말b가 접속된 구성에 있어서 ATM단말a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ATM단말a와  ATM단말b  사이의  정보채널을  설정하는  시켄스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에서, ATM 단말a는 광섬유(11-i)를 거쳐서 ATM교환기(2)의 LIF(10-i)에 접속되고, ATM단말b는 광섬유
(11-j)를 거쳐서 LIF(10-j)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i는 1이상 j-1이하의 정수이다.

LIF(10-1)∼(10-j)내의 각 CTL(205)는 초기설정으로서(예를들면 전원투입시에)제4도의 버스(212)를 경유
해서 각 LIF(10)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내의 입력(VPI, VCI)=(0,5)(신호셀) 및 (91, k)(제어셀)에 대응
한 영역에 ATM스위치내에서의 셀의 루팅정보인 출력루트정보 및 부가될 헤더의 데이타(출력VPI, VCI)를 
딥스위치나 ROM 등의 출력에 의해 라이트한다(스텝600). 여기에서, k는 셀의 송신원이나 송신지의 LIF의 
번호로서, 1∼j까지의 정수이다.

제8도 및 제9도에 헤더변환테이블(211-i) 및 (211-j)의 설정예를 도시한 테이블 구성도이고, 제10도는 메
시지를 셀로 분해/조립하는 동작을 도시한 동작설명도이다. 또한, 제8도의 (입력VPI, VCI)=(0,10) 및 제9
도의 (입력VPI, VCI)=(0,12)의 정보셀용의 데이타는 후술하는 스텝640에 있어서 라이트된다. 헤더변환테
이블(21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셀의 헤더부의 (VPI, VCI)를 어드레스로서 검색되는 위치에 루트정보
(51)(또는  (61))과  새로운  셀헤더(52)(또는  (62)),  즉  제5도  및  제6도에  도시한  셀헤더내의 GFC(또는 
VPI), VPI, VCI, PT, CLP, HEC의 모든 데이타를 출력정보로서 저장하고 있다. 단, 제8도 및 제9도(또 제
12도, 제13도, 제14도 이외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도면)에 있어서는 이들의 출력정보중 루트정보 및 (VPI, 
VCI)만을 예로서 도시하고 있다. 또, 예를들면 제8도의 출력루트정보「INi-OUT15」는 제1도에 있어서 셀
이 ATM스위치(30)내를 입력버스(12b-i)에서 출력버스(15b)를 향해 루팅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VPI, VCI)=(0.5)의 셀을 신호셀로서 사용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VPI, VCI)=(90, k)(k는 LIF(10)의 번호)의 셀을 신호처리장치(1)에서 LIF(10-k)에 대해서 송신하는 
제어셀로서 (VPI, VCI)=(90, k)의 셀을 LIF(10-k)에서 신호처리장치(1)에 대해서 송신하는 제어셀로서 사
용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k는 1∼j까지의 정수이다.

상기의 초기설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제7도에 있어서 ATM단말a에서 ATM교환기(2)에 대해서 ATM단말b와의 
정보채널의 설정을 요구하는 SETUP메시지가 송신된 것으로 한다(스텝610). 이 메시지는 1개 또는 여러개
의 셀로 분할되고, 광섬유(11-i)(더욱 정확하게는 (11-ib)상을 (VPI, VCI)=(0,5)의 신호셀로서 전송된다. 
LIF(10-i)에 도달한 이들의 셀은 헤더분리회로(209), 헤더변환테이블(211) 및 헤더삽입회로(210)에 의해 
(제8도에 도시한 예에 따르면,) 입력포트INi에서 출력포트OUT15를 향하는 루트정보(51),  새로운 셀헤더 
(VPI,  VCI)=(0,  i)가 부여되어 버스(12b-i)(제1도)로 출력된다. SETUP메시지가 분해되어 버스(12b-i)로 
출력된 이들의 셀을 제10도의 (50-1)∼(50-N)(N은 1이상의 정수)로 나타낸다.

버스(12b-i)로 출력된 셀(50-1)∼(50-N)은 제1도에서 ATM스위치(30)의 OUT15 및 버스(15b)를 거쳐서 신호
처리장치(1)에 도달한다.

신호처리장치(1)에서는 ADP처리부(100)에 있어서 각 셀의 루트정보(51)  및 헤더(52)가 삭제되어 메시지
(613)이 조립되고, 또 ITU-T권고로 정해져 있는 ADP트레일러(616)을 참조해서 소정의 프로토콜처리, 예를
들면 셀의 분실 등이 없는지 있는지의 체크가 실행되고, 이상이 없으면 ADP트레일러(616)을 삭제한 메시
지(612)가  제2도의  버스(102)를  거쳐서  SSCOP처리부(101)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제8도  및  제9도는 
LIF(10-i, j)의 헤더변환테이블의 예로서 나타냈지만, 다른 각 LIF에 입력되는 (VPI, VCI)=(0,5)의 신호
셀에 대한 (출력 VPI, VCI)는 각 LIF마다 다른 값(0, k)(k는 LIF의 번호로서, 1이상 j이하의 정수)를 부
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ADP처리부(100)에서는 각셀의 (VPI, VCI)마다 상기의 메시지 조립처리를 
실행한다. 따라서, 다른 여러개의 LIF에서 신호셀이 동시에 ADP처리부(100)에 도달하더라도 출력VCI의 값
에 의해서 어느 LIF에서 온 셀인지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ADP처리부(100)이 다른 LIF에서 보내져 온 여
러개의 신호셀을 잘못해서 1개의 메시지로서 조립해 버리는 일은 없다. 

다음에, SSCOP처리부(101)은 SSCOP트레일러(615)를 참조해서 소정의 프로토콜처리, 예를들면 SSCOP트레일
러내에 기록된 시켄스번호는 개대값과 동일한지 다른지의 체크를 실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SSCOP트레일러
(615)를 삭제하여 조립된 메시지(611)(SETUP메시지)을 제2도의 버스(104)를 거쳐서 메모리(106)으로 전송
한다.

다음에, MPU(105)는 메모리(106)으로 전송된 SETUP메시지에 대해 상술한 UNI-SSCF프로토콜의 처리,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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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메시지형의 일부변환등을 실행하고, 이것을 버스(104), 인터페이스회로(107) 및 버스(108)을 거쳐서 
메모리(41)(제1도)로 전송한다.

메모리(41)로 전송된 SETUP메시지에는 호제어에 필요한 발신원이나 수신인단말(본 실시예에서는 ATM단말
b)의 번호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프로세서(40)은 이 메시지에 따라서 레이어3(호제어)의 처리를 실
행하고, 그 결과 ATM단말a에서 정보채널의 설정요구가 있었던 것을 ATM단말b로 전달하는 새로운 SETUP메
시지를 메모리(41)상에 작성한다.

이 새로운 SETUP메시지는 프로세서(40)에 의해 제2도의 버스(108), 인터페이스회로(107) 및 버스(104)를 
거쳐서 메모리(106)으로 전송된다. 다음에, MPU(105)에 의해 UNI-SSCF프로토콜의 처리가 실시된 새로운 
SETUP메시지는 버스(104)를 거쳐서 SSCOP처리부(101)로 전송되고, SSCOP트레일러(615)(제10도)라 부가된
다. SSCOP트레일러가 부가된 새로운 SETUP메시지는 버스(102)를 거쳐서 ADP처리부(100)으로 전송되고 ADP
트레일러(616)이 부가되고, 또 1개 또는 여러개의 셀((50-1), (50-2), …, (50-N))으로 분할되고, 버스
(15a)(제1도)로 송신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셀의 루트정보부(51)에는 각 셀을 ATM스위치(30)의 입력버스
(15a)에서  출력버스(12a-j)로  루팅하기  위한  정보가  설정되어  있다.  또,  각  셀의  헤더정보부(52)에는 
(VPI, VCI)=(0, 5)와 다른 정보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의 루트정보, 헤더정보는 프로세서(40)이 제3도의 
호제어정보테이블(42)를 참조해서 각각의 송신메시지에 관해 지정한다.

버스(15a)로 보내진 새로운 SETUP메시지에서 생성된 셀은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ATM스위치(30), 버스
(12a-j), LIF(10-j)를 경유해서 광섬유(11-j)로 송신되고, ATM단말b로 보내진다(스텝620).

다음에, ATM단말b는 상기 스텝620에서 보내져 온 SETUP 메시지(ATM단말a로부터의 정보채널설정요구)를 받
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CONNECT메시지를 송신한다(스텝630). 이 CONNECT메시지(더욱 정확하게는 CONNECT
메시지 및 각종 트레일러를 정보필드(53)에 저장한 1개 또는 여러개의 셀)의 (VPI, VCI)는 스텝610 및 
620의 메시지를 저장한 셀과 마찬가지로 (0,5)이다. 따라서, LIF(10-j)에 도달한 이들의 CONNECT메시지의 
셀은 제4도의 헤더분리회로(209), 헤더변환테이블(211) 및 헤더삽입회로(210)에 의해 (제9도에 도시한 예
에  따르면),  ATM스위치(30)의  입력포트INj에서  출력포드OUT15를  향하는  루트정보(51),  새로운 셀헤더
(VPI, VCI)=(0, j)가 부여되어 버스 (12b-j)(제1도)로 출력된다.

버스(12b-j)로 출력된 셀은 ATM스위치(30)의 OUT15 및 버스(15b)를 거쳐서 신호처리장치(1)에 도달하고, 
이후는 스텝610의 SETUP메시지와 동일한 제10도의 수순에 의해 조립되어 메모리(41)로 보내진다.

프로세서(40)은 ATM단말b에서 CONNECT메시지가 보내져 온 것을 인식하면, ATM단말a 및 b와 ATM교환기(2) 
사이의 정보채널용으로 ITU-T권고 등으로 미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값이외이고 
또한 그 회선에서 미사용인 값, 예를들면 각각(VPI, VCI)=(0, 10), (0, 12)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제어셀을 사용해서 ATM단말a가 접속되어 있는 LIF(10-i) 및 ATM단말b가 접속되어 있는 LIF(10-j)내의 
헤더변환테이블 (211-i), (211-j)에 상기의 정보채널용의 출력루트정보와 출력셀헤더의 데이타를 라이트
한다(스텝640).

구체적으로는, 프로세서(40)은 제8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i)의 (입력 VPI, VCI)=(0, 10)에 대응
하는 영역에 입력포트INi에서  출력포트OUTj로  정보셀을 루팅하기 위한 경로정보와 정보채널의 셀(정보
셀)용의 출력헤더의 정보, 즉 (출력 VPI, VCI)=(0,12)와 다른 정보를 라이트하도록, 버스(108), 인터페이
스회로(107) 및 버스(104)를 거쳐서 제어셀 송수신부(103)에 지시한다. 제어셀 송수신부(103)은 제6도에 
도시한 포맷의 제어셀을 작성한다. 루트정보(61)에는 ATM스위치(30)의 입력포트IN15에서 출력포트OUTi로 
그의 셀을 루팅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하고, 셀헤더(62)에는 LIF(10-i)에 대한 제어셀인 것을 나타내는 
(출력 VPI, VCI)=(90, i)와 다른 정보를 설정하고, ID(63)에는 헤더변환테이블(211)에 대한 라이트 명령
인 것을 나타내는 번호 예를들면 1을 설정하고, 입력셀헤더(64)에는 (입력 VPI, VCI)=(0,10)과 다른 정보
를 설정하고, 출력루트정보(65)에는 입력포트INi에서 출력포트OUTj로 정보셀을 루팅하기 위한 루트정보를 
성정하고, 출력셀헤더(66)에는 (출력 VPI, VCI)=(0,12)와 다른 정보를 설정하고, CRC(68)에는 비트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정정하기  위한  4바이트의  순회부호검사바이트를  계산한  결과를  설정한다. 

여기에서, 출력루트정보(65)와 출력셀헤더(66)의 데이타가 헤더변환테이블(211)에 라이트되는 
데이타이다.

버스(15a)(제1도에)로  송신된  제어셀은  ATM스위치(30),  버스(12a-i)를  거쳐서  LIF(10-i)에  도달한다. 
LIF(10-i)에서는 루트정보 삭제회로(201)에서 제6도의 루트정보(61)이 삭제되고 제어셀 분리회로(202)에 
있어서  (VPI,  VCI)=(90,  i)의  제어셀만  분리되어  CTL(205)로  보내지고,  CTL(205)가 헤더변환테이블
(211)(-i)에 대해 제8도에 도시한 (입력 VPI, VCI)=(0, 10)에 대응한 영역의 정보셀용 출력루트정보와 출
력셀헤더의 데이타의 라이트를 실행한다.

또, 마찬가지로해서 프로세서(40)은 LIF(10-j)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j)에 대해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VPI,  VCI)=(0,12)에  대응한  영역에  정보셀용,  출력루트정보(INj→OUT1)과  출력셀헤더 (출력
VPI, VCI)=(0,10)의 라이트를 실행한다.

다음에, 프로세서(40)은 ATM단말a에 대해 정보채널의 설정이 완료한 것을 나타내는 CONNECT메시지를 송신
한다(스텝650),  이 CONNECT메시지에는 정보채널의 셀(정보셀)용으로 (VPI,  VCI)=(0,  10)을 할당한 것을 
통지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또, 프로세서(40)은 ATM단말b에 대해서 정보채널의 설정이 완료한 것을 통지하는 CONNECT ACK메시지를 송
신한다(스텝660). 이 CONNECT ACK메시지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셀용으로 (VPI, VCI)=(0,12)를 할당한 것을 
통지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후, ATM단말a는 (VPI, VCI)=(0,10)을, ATM단말b는 (VPI, VCI)=(0,12)를 사용해서 서로 통신을 실행한다
(스텝670).  예를들면 ATM단말a에서 송신된 (VPI,  VCI)=(0,  10)의 정보셀은 LIF(10-i)의 헤더변환테이블
(211)(-i)에 있어서 제8도에 도시한 헤더변환, 즉 ATM스위치(30)의 입력포트INi에서 출력포트OUTj로 정보
셀릉 루팅하기 위한 루트정보(51)이 부가되고, 또 셀헤더의 (VPI, VCI)가 (0, 12)에 리라이트되어 버스
(12b-i)로 출력된다. 버스(12b-i)로 출력된 정보셀은 ATM스위치(30)의 OUTj를 거쳐서 버스(12a-j)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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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LIF(10-j)의 루트정보 삭제회로(201)(-j)에 있어서 루트정보(51)이 삭제되어 광섬유(11-j)를 거쳐
서 ATM단말b로 보내진다. 

ATM단말b에서송신되는 (VPI, VCI)=(0,12)의 정보셀은 LIF(10-j)의 헤더변환테이블(211)(-j)에 있어서 제9
도에 도시한 헤더변환이 실시되고, ATM스위치(30), LIF(10-i)를 거쳐서 ATM단말a로 보내진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교환기나 통신장치를 조합한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사
용해서 설명한다.

제11도는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B)로  이루어지는  교환망에  있어서  ATM교환기(2A)내의 프로세서
(40A)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ATM교환기(2B)를 사용해서 ATM교환기(2A)의 호제어처리를 대행하는 동작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에서, 장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고장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장해 등에 의한 
프로세서처리의 정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상술한 제1도∼제4도에 도
시한 ATM교환기의 각 기능블럭의 번호의 각각에 ATM교환기 A내의 각 기능블럭에는 첨자A를, ATM교환기 B
내의 각 기능블럭에는 첨자B를 부가한 기능블럭을 사용하여 제1도∼제4도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제11도에서  있어서  ATM단말a는  광섬유(11-iA)를  거쳐서  ATM교환기(2A)의  LIF(10-iA)와  접속되어  있다. 
또, ATM교환기(2A)의 LIF(10-jA)와 ATM교환기(2B)의 LIF(10-1B)는 광섬유(11-iA(11-1B))를 거쳐서 접속되
어 있다. 또, ATM단말b는 광섬유(11-jB)를 거쳐서 ATM교환기(2B)의 LIF(10-jB)와 접속되어 있다.

제11도의 스텝400보다 전에 제7도의 스텝600에서 설명한 예와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A) 및 ATM교환기
(2B)의  각  LIF(10)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에는  전원투입시  등의  초기설정으로서  미리  신호셀  및 
LIF(10)이 송신하는(더욱 정확하게는 LIF(10)내의 CTL(205)가 송신하는) 제어셀용의 데이타가 라이트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제12도, 제13도 및 제14도에 도시한다.

제12도는 ATM교환기(2A)의 LIF(10-j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iA)의 초기설정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설
정예로서, ATM단말a로부터의 (입력 VPI,  VCI)=(0,5)의 신호셀을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하고, LIF(10-
iA)가 송신하는 제어셀을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설정되어 있다. 또, 제13도는 ATM
교환기(2A)의  LIF(10-j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jA)의  초기설정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설정예로서, 
ATM교환기(2B)로부터의 (입력 VPI,VCI)=(0,  5)의  신호셀을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하고,  LIF(10-jA)가 
송신하는 제어셀을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설정되어 있다. 또, 제14도는 ATM 교환기
(2B)의 LIF(10-1B)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1B)의 초기설정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설정예로서, ATM교환
기(2A)로부터의 (입력 VPI, VCI)=(0,5)의 신호셀을 신호처리장치(1B)로 전송하고, LIF(10-1B)가 송신하는 
제어셀을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설정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ATM교환기(2)((2A), (2B))의 신호처리장치 (1)((1A), (1B))와 프로세서(40)((40A), (40B))는 
정기적으로 통신을 실행하는 구성으로 하였으므로, ATM교환기(2A)의 신호처리장치(1A)에 있는 MPU(105A)
는 버스(104A), 인터페이스회로(107A) 및 버스(108A)를 거쳐서 프로세서(40A)와 정기적으로 교신하고, 프
로세서(40A)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세서(40A)로부터의 응답이 없어지는 것에 의해 프로세서(40
A)의 장해의 발생을 검지할 수가 있다. 또, 프로세서(40A)는 장해발생시에는 자율적으로 MPU(105A)에 장
해의 발생을 통지하도록 해도 좋다(스텝400).

프로세서(40A)의 장해의 발생을 검지한 MPU(105A)는 ATM 교환기(2B)에 대해서 자교환기의 장해의 발생을 
통지하는 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하도록 SSCOP처리부(101A)(제2도)에 명령을 보낸다(스텝410). 이 메시
지는 제10도에서 설명한 SETUP메시지와 마찬가지로, 1개 또는 여러개의 셀로 분할되고, (VPI, VCI)=(0,
5)의 신호셀로서 송신된다. 이들의 셀은 신호처리장치(1A)에서 ATM스위치(30A), LIF(10-jA), 광섬유(11-
jA)((11-1B)), LIF(10-1B), ATM스위치(30B)를 거쳐서 신호처리장치(1B)로 보내진다. 

다음에, MPU(105A)는 ATM 교환기(2A)에서 실행하고 있던 호제어 처리를 ATM교환기(2B)가 계속할 수 있도
록,  메모리(41A)내의 호제어정보테이블(42A)나  메모리(106A)내의  필요한 데이타(이하,  호처리 정보라고 
한다)를 ATM교환기(2B)로 전송한다(스텝420). 이들의 호처리정보도 스텝(410)의 장해발생통지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VPI, VCI)=(0, 5)의 신호셀로서 송신한다. 또한, 호제어처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즉 장
해발생시에 설정되어 있던 신호채널의 접속은 일단 모두 절단하는 경우에는 스텝420은 불필요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장해발생시의 처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해발생통지(스텝410)에 대한 응답메시지
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스텝410과 스텝420사이에 ATM교환기(2B)에서 ATM교환기(2A)에 대한 응답메시지
의 신호셀의 송신수순을 마련해도 좋다.

다음에, MPU(105A)는 제어셀 송수신부(103A)(제2도)에 대해서, [1]  ATM교환기(2A)내의 모든 LIF(10A)에 
입력되는 신호셀 및 ATM교환기(2A)내의 각 LIF(10A)가 송신하는 제어셀이 ATM교환기(2B)에 대해서 전송되
도록, 각 LIF(10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A)를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과 [2] ATM교환기(2B)에서 보내
져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이 ATM교환기(2A)내의 소정의 LIF(10A)로 전송되도록, 헤더변환테이블(211A)를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의 송신명령을 보낸다(스텝430),

한편, ATM,교환기(2B)내의 프로세서(40B)는 제어셀 송수신부(103B)에 대해서 ATM교환기(2A)에서 전송되어 
오는 신호셀((VPI,VCI)=(1,1)∼(1, j-1)의 셀)과 제어셀((VPI, VCI)=(93, 1)∼(93, j)의 셀)이 신호처리
장치(1B)로 전송되도록, LIF(10-1B)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1B)를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의 송신명령
을 보낸후, ATM 교환기(2A)에서 전송되어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처리를 개시한다(스텝440).

상기의 스텝430종료후의 헤더변환테이블(211-iA)의 설정예를 제15도에 도시한다. 마찬가지로, 스텝430종
료후의  헤더변환테이블(211-jA)의  설정예를  제16도에  도시한다.  또,  스텝440  종료후의 헤더변환테이블
(211-1B)의 설정예를 제17도에 도시한다.

제15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0,5)의 영역에는 ATM단말a에서 보내져 온 신호셀을 ATM교환기(2B)로 전
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VPI, VCI)=(91, i)의 영역에는 LIF(10-iA)가 생성한 제어
셀을 ATM교환기(2B)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호셀의 출력셀 헤더의 VPI의 
값 1은 그의 셀이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B) 사이를 전송하는 신호셀인 것을 나타내고, 또 VPI=1인 
경우의 VCI의 값은 ATM교환기(2A)의 LIF(10A)의 번호(1∼j-1중의 어느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제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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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셀헤더의 VPI의 값 93은 그의 셀이 ATM교환기(2A)에서 ATM교환기(2B)를 향해 전송되는 제어셀인 
것을 나타내고, 또 VPI=93인 경우에 VCI의 값은 ATM교환기(2A)의 LIF(10A)의 번호(1∼j)중의 어느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제16도에 있어서 (입력 VPI,  VCI)=(1,1)∼(1,  j-1)의  영역에는 ATM교환기(2B)에서 보내져 온 신호셀을 
ATM교환기(2A)내의 각 LIF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 VPI, VCI)=(91, j)의 영역
에는 LIF(10-jA)가 생성한 제어셀을 ATM교환기(2B)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
VPI,  VCI)=(92,  1)∼(92,  j)의  영역에는 ATM교환기(2B)에서 보내져 온 제어셀을 ATM교환기(2A)내의 각 
LIF(10A)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어셀의 입력셀 헤더의 VPI의 값92는 그의 셀이 ATM교환기(2B)에서 ATM교환기(2A)를 향해 전
송되는 제어셀인 것을 나타내고, 또 VPI=92인 경우의 VCI의 값은 ATM교환기(2A)의 수신지 LIF(10A)의 번
호(1∼j중의 어느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16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0, 5)의 신호셀에 대응
하는 영역에는 제1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설정시에 ATM교환기(2B)의 신호처리장치(1B)에서 ATM교환
기(2A)의 신호처리장치(1A)에 대해서 송신되는 신호셀용의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타는 후술하
는 스텝470에서 송신되는 신호셀이 광섬유(11-jA)((11-1B))경유로 LIF(10-jA)에 입력되었을 때에 참조된
다.

제17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1,1)∼(1,  j-1)의 영역에는 ATM교환기(2A)에서 전송되어 온 신호셀을 
ATM교환기(2B)내의 신호처리장치(1B)로 전송하기 위한 테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VPI, 
VCI)=(93,1)∼(93,  j)의 영역에는 ATM교환기(2A)의 각 LIF에서 보내져 온 제어셀을 신호처리장치(1B)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제17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0, 5)의 신호셀에 대응
하는 영역에는 제1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설정시에 ATM교환기(2A)의 신호처리장치(1A)에서 ATM교환
기(2B)의 신호처리장치(1B)에 대해서 송신되는 신호셀용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타는 상술한 스
텝410,  스텝420  또는  후술하는  스텝460에서  송신되는  신호셀이  광섬유(11-1B)((11-jA))경유로 LIF(10-
1B)에 입력되었을 때에 참조된다.

제15도∼제17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의 설정상태에 있어서 ATM단말a에서 ATM단말b와의 정보채널의 설
정요구가 있던 경우의 신호셀 및 제어셀의 흐름을 제1도 및 제18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ATM단말a는 ATM단말b와의 정보채널설정요구의 SETUP메시지를(VIP,  VCI)=(0,5)인 신호셀로서 송신한다(스
텝441). 이 신호셀은 광섬유(11-ibA)를 거쳐서 LIF(10-iA)에 입력되고(제18도), 제15도에 도시한 헤더변
환테이블(211-iA)에 의해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를 향하는 루트정보(51)(제5도)이 부가되고, 또 
헤더내의 (VPI,  VCI)가  (1,i)로  변환된다.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로  출력된 신호셀은 LIF(10-
jA)에  있어서  루트정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jaA)((11-1bB))로  출력된다. 광섬유(11-1bB)((11-
jaA))로 출력된 (VPI,  VCI)=(1,i)의 신호셀은 LIF(10-1B)에 입력되고, 제17도에 도시한 헤더변화테이블
(211-1B)에 의해 ATM스위치(30B)의 IN1에서 OUT15를 향하는 루트정보(51)이 부가된다. ATM스위치(30B)의 
IN1에서 OUT15로 출력된 신호셀은 신호처리장치(1B)로 보내지고, 제7도의 스텝610∼620과 마찬가지 처리
가 실행되어 ATM단말b에 대해서 SETUP메시지가 송신된다(스텝442).

ATM단말b에서  CONNECT메시지(스텝443)를  받은  ATM교환기(2B)내의  프로세서(40B)는  LIF(10-iA), LIF(10-
jA), LIF(10-1B), LIF(10-jB)내의 각각의 헤더변환테이블(211)에 ATM단말a에서 ATM단말b로의 정보채널과 
ATM단말b에서 ATM단말a로의 정보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제어셀데이타를 작성하고, 제어셀 송수신부(103B)
(제2도)에 대해서 제어셀의 송신지시를 보낸다(스텝444). 또한, 본 스텝은 제7도의 스텝640에 상당한다.

예를들면, LIF(10-i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iA)를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은 이하의 루트로 전송된
다(스텝445).

신호처리장치(1B)에서 송신된 (VPI, VCI)=(92, i)의 제어셀(주: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신호처리장치(1)이 
자체가 송신하는 모든 셀에 대해서 루트정보(51)(제54도) 또는 루트정보(61)(제6도)를 부여한다. LIF(10-
iA)를 향하는 (VPI, VCI)=(92, i)의 제어셀에는 ATM스위치(30b)(제18도)의 IN15에서 OUT1을 향하는 루트
정보(51)이 부가되어 있다)는 ATM스위치(30B)의 IN15에서 OUT1로 출력되고, LIF(10-1B)에 있어서 루트정
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1aB)((11-jbA))로  출력된다.  광섬유(11-jbA)((11-1aB))로  출력된  (VPI, 
VCI)=(92, i)의 제어셀은 LIF(10-jA)에 입력되고, 제16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jA)에 의해 ATM스
위치(30A)의 INj에서 OUTi를 향하는 루트정보(61)이 부가되고, 또 헤더내의 (VPI, VCI)가 (90, i)로 변환
된다. ATM스위치(30A)의 INj에서 OUTi로 출력된 제어셀은 LIF(10-iA)내의 루트정보 삭제회로(201-iA)(제4
도)에 있어서 루트정보만이 삭제되고 또 제어셀 분리회로(202-iA)에 있어서 분리되어 CTL(205-iA)로 보내
지고, CTL(205-iA)에 의해 제8도, 제9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더변환테이블(211-iA)의 리라이트가 실행
된다(스텝446).

또한, 제6도의 제어셀 포맷의 설명에서 기술한 헤더변환테이블(211)에서 라드된 정보를 저장한 LIF(10-
iA)가 송신하는 제어셀은 이하의 루트로 전송된다.

LIF(10-iA)내의  CTL(205-iA)(제4도)에서  작성된  (VPI,  VCI)=(91,  i)의  제어셀은  제어셀 삽입회로(208-
iA)를 경유해서 헤더분리회로(209-iA)로 보내지고, 또 헤더삽입회로(210-iA)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제15
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iA)에 의해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를 향하는 루트정보(51)이 부
가되고, 또 헤더내의 (VPI, VCI)가 (93, i)로 변환한다.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로 출력된 제어셀
은  LIF(10-jA)에  있어서  루트정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jaA)((11-1bB))로  출력된다. 광섬유(11-
1bB)((11-jaA))로 출력된 (VPI, VCI)=(93, i)의 제어셀은 LIF(10-1B)에 입력되고, 제17도에 도시한 헤더
변환테이블(211-1B)에 의해 ATM스위치(30B)의 IN1에서 OUT15를 향하는 루트정보(51)이 부가된다. ATM스위
치(30B)의 IN1에서 OUT15로 출력된 제어셀은 신호처리장치(1B)로 보내진다.

다음에, 프로세서(40B)는 정보채널의 설정이 종료한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 ATM단말a에 대해 CONNECT메시
지를 송신하고(스텝447), 또 ATM단말b에 대해서 CONNECT ACK 메시지를 송신한다(스텝448).

상기 스텝446종료후의 LIF(10-iA), LIF(10-jA), LIF(10-1B), LIF(10-jB)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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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각각 제19도∼제22도에 도시한다.  여기에서,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셀의 (VPI,  VCI)는  ATM단말a와 
ATM교환기(2A)사이에서는 (0, 10),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B) 사이에서는 (0, 11), ATM교환기(2B)와 
ATM단말b사이에서는 (0, 12)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각 LIF의 헤더변환테이블이 설정되는 
것에 의해, ATM단말a, b사이의 통신이 ATM교환기(2B)하에서 실행된다(스텝449).

제23도를 참조해서 ATM단말a에서 ATM단말b로 송신되는 정보셀의 흐름을 설명한다. ATM단말a에서 송신된 
(VPI, VCI)=(0, 10)의 정보셀은 광섬유(11-ibA)를 거쳐서 LIF(10-iA)에 입력되고, 제19도에 도시한 헤더
변환테이블(211-iA)에 의해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를 향하는 루트정보(51)이 부가되고, 또 헤더
내의 (VPI, VCI)가 (0, 11)로 변환된다. ATM스위치(30A)의 INi에서 OUTj로 출력된 정보셀은 LIF(10-jA)에 
있어서 루트정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jaA)((11-1bB))로 출력된다. 광섬유(11-1bB)((11-jaA))로 출
력된 (VPI, VCI)=(0, 11)의 정보셀은 LIF(10-1B)에 입력되고, 제21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1B)에 
의햇  ATM  스위치(30B)의  IN1에서  OUTj를  향하는  루트정보(50)이  부가되고,  또  헤더내의 (VPI,  VCI)가 
(0,12)로 변환된다. ATM스위치(30B)의 IN1에서 OUTj로 출력된 정보셀은 LIF(10-jB)에 있어서 루트정보부
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jaB)를 거쳐서 ATM단말b로 보내진다.

마찬가지로, 제23도를 참조해서 ATM단말b에서 ATM단말a로 송신되는 정보셀의 흐름을 설명한다. ATM단말b
에서 송신된 (VPI,VCI)=(0,  12)의 정보셀은 광섬유(11-jbB)를 거쳐서 LIF(10-jB)에 입력되고, 제22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jB)에 의해 ATM스위치(30B)의 INj에서 OUT1을 향하는 루트정보(51)이 부가되
고, 또 헤더내의 (VPI, VCI)가 (0, 11)로 변환한다. ATM스위치(30b)의 INj에서 OUT1로 출력된 정보셀은 
LIF(10-1B)에  있어서  루트정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1aB)((11-jbA))로  출력된다. 광섬유(11-

jbA)((11-1Ab))로 출력된 (VPI, VCI)=(0, 11)의 정보셀은 LIF(10-jA)에 입력되고, 제20도에 도시한 헤더
변환테이블(211-jA)에 의해 ATM스위치(30A)의 INj에서 OUTi를 향하여 루트정보(51)이 부가되고, 또 헤더
내의 (VPI,  VCI)가 (0,  10)으로 변환된다. ATM스위치(30A)의 INj에서 OUTi로 출력된 정보셀은 LIF(10-
iA)에 있어서 루트정보부만이 삭제되어 광섬유(11-jaA)를 거쳐서 ATM단말a로 보내진다.

이상의  결과,  ATM교환기(2A)에  접속된  ATM단말a와  ATM교환기(2B)에  접속된  ATM단말b사이의  정보채널은 
ATM교환기(2B)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된다. 즉, 본 발명의 ATM교환기와 ATM교환망에 의하면, ATM교환기
(2A)의 프로세서(40)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ATM교환기(2B)를 사용해서 ATM교환기(2A)의 호제어처리를 
대행하여 ATM교환기(2A)의 교환동작이 계속되므로, 교환망의 기능이 저하하는 일은 없다.

프로세서(40A)가 장해에서 회복된 경우에, ATM 교환기(2A)가 호제어처리를 재개하는 수순에 대해서 다시 
제11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MPU(105A)가 프로세서(40A)로부터의 통지 등에 의해, 프로세서(40A)의 장해상태로부터의 회복을 검지하면
(스텝450), ATM교환기(2B)에 대해서 장해상태의 해제통지의 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한다(스텝460). ATM
교환기(2B)내의 프로세서(40B)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스텝430에서 받은 ATM교환기(2A)로부터의 
호처리정보(단, 상기의 새로운 정보채널설정의 데이타가 추가 라이트되어 있다)를 ATM교환기(2A)로 신호
셀로서 전송한다(스텝470).

ATM교환기(2A)내의 MPU(105A)는  ATM교환기(2B)부터의 호처리정보의 수신이 완료하면,  상기 스텝430에서 
설정한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해제하고(스텝480), 프로세서(40A)에 대해서 호제어처리의 재개를 
통지한다. 한편, ATM교환기(2B)내의 프로세서(40B)는 상기 스텝(440)에서 설정한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
송설정을 해제하고, ATM교환기(2A)용의 호제어처리를 중지한다(스텝490).

제45도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프로세서(40)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프로세서(40)은 개시(스텝
1000)후 전원투입시 등의 초기설정으로서 인접교환기(본 실시예에서는 ATM교환기(2B))와의 
신호채널(접속)의 설정을 실행하도록, 신호처리장치(1)에 대해서 지시를 보낸다(스텝1010). 또한, 후술하
는 장해발생통지/해제메시지나 호처리정보는 이 신호채널(접속)상에 전송된다.

다음에, 수신메시지의 검사를 실행한다. 수신한 메시지가 「장해발생통지(제11도의 스텝410에서 송신되는 
메시지)」이면, 스텝103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텝1060으로 진행한다. 스텝1030에서는 계속해
서 송신되어 오는(스텝420)  호처리정보의 수신을 기다린다. 수신했으면 스텝1040으로 진행하고, 수신한 
호처리정보를 메모리(106)(제2도) 또는 메모리(41)(제1도)상의 호제어정보테이블(42)(제3도)에 기록한다. 
다음에, 스텝1050에서는 상술한 스텝440에서 설명한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실행하고 스텝1060으
로 진행한다.

스텝1060에서는 수신메시지가 「장해해제통지(스텝460에서 송신된다)」 인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Yes이면 
스텝1070으로 진행하고,  No이면 스텝1110으로 진행한다.  스텝1070에서는 호처리정보의 전송(스텝470)을 
실행한다. 다음에, 스텝1080으로 진행하고,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해제하고(스텝490), 스텝1110
으로 진행한다.

스텝1110에서는 수신메시지의 검사를 실행하고, SETUP메시지(스텝441)이면 스텝1120으로, 그렇지 않으면 
스텝1020으로 되돌아간다. 스텝1120에서는 상대방단말(본 실시예에서는 ATM단말b)에 대해서 새로운 SETUP
메시지를 작성하여 송신한다(스텝442). 다음에, 스텝1130에 있어서 ATM단말b로부터의 CONNECT메시지의 수
신을 기다린다(스텝443). 수신했으면 스텝1140으로 진행하고, 제어셀 송수신부(103)부터 채널설정을 위한 
제어셀의 송신을 실행한다(스텝444). 다음에, 스텝1150으로 진행하고, CONNECT메시지를 ATM단말a에 대해
서 송신한다(스텝447). 또, 스텝1160으로 진행하여 CONNECT ACK메시지를 ATM단말b로 송신한다(스텝448). 
스텝1160의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스텝1020으로 되돌아간다.

다음에, 프로세서(40)이 장해에서 복귀한 경우(스텝1090)는 스텝1100에 있어서 MPU(105)로부터의 호제어
처리의 재개지시를 기다린다. 재개지시를 수신했으면 스텝1020으로 진행하여 수신메시지의 검사를 재개한
다.

다음에, 제46도에 본 실시예의 있어서의 MPU(105)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MPU(105)는 개시(스텝
2000)후 스텝2010에 있어서 프로세서(40)에 장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않은지를 검사한다(스텝400). 장해가 
발생하고 있으면 스텝2020으로 진행하고, 발생하고 있지 않으면 스텝2110으로 진행해서 UNI-SSCF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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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를 실행한다.

스텝2020에서는 인접 교환기(본 실시예에서는 ATM교환기(2B))에 대해서 장해발생을 통지하는 메시지를 송
신한다(스텝410). 다음에, 스텝2030에 있어서 호처리정보를 전송한다(스텝420).다음에, 스텝2040으로 진
행하여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실행한다(스텝430).  다음에, 스텝2050에 있어서 프로세서(40)의 
장해해제검출을 기다린다(스텝450). 장해해제를 검출한 MPU(105)는 스텝2060에 있어서 장해해제통지의 메
시지를 인접교환기로 송신한다(스텝460).  다음에,  스텝2070에  있어서 인접교환기로부터의 호처리정보의 
수신을 기다린다(스텝470). 수신했으면 스텝2080으로 진행하여 호처리정보를 메모리(106)(제2도) 또는 메
모리(41)(제1도)상의 호제어 정보테이블(42)(제3도)에 기록한다. 다음에, 스텝2090으로 진행하여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해제한다(스텝480). 다음에, 스텝 2100으로 진행하여 프로세서 40에 대해서 호제
어처리의 재개지시를 송신하고 스텝2010으로 되돌아간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제24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24도는 2개의 ATM교환기(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B))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구성에 있어서 앞의 실
시예와는 다른 동작을 도시한 동작설명도로서, 구체적으로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B)가 접속된 ATM
교환망에 있어서 ATM교환기(2A)내의 프로세서(40A)가 이상상태중의 하나인 과부하상태로 되어 새로운 호
제어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인접하는 ATM교환기(2B)를 사용해서 ATM교환기(2A)의 호제어처리의 일
부를 대행하는 경우의 교환망의 동작시켄스를 설명한 도면이다.

제24도에 있어서 ATM단말a는 광섬유(11-iA)를 거쳐서 ATM교환기(24)의 LIF(10-iA)와 접속되어 있다. 또, 
ATM교환기(2A)의 LIF(10-jA)와 ATM교환기(2B)의 LIF(10-1B)는 광섬유(11-iA)((11-1B))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또, ATM단말b는 광섬유 11-jB를 거쳐서 ATM교환기(2B)의 LIF(10-jB)와 접속되어 있다. 또, 제11도
에서 설명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A)  및  ATM교환기(2B)의  각  LIF(10)내의 헤더변환테이블
(211)에는  전원투입시  등의  초기설정으로서  미리  신호셀  및  LIF(10)(더욱  정확하게는  LIF(10)내의 
CTL(205))이 송신하는 제어셀용의 데이타가 라이트되어 있다.

프로세서(40A)로부터의 통지 등에 의해 프로세서(40A)가 과부하상태인 것을 검지(스텝510)는 MPU(105A)는 
ATM교환기(2B)에 대해서 프로세서(40A)의 과부하상태의 발생을 통지하는 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스텝
520)하여 호제어처리의 대행을 의뢰한다. 다음에 MPU(105A)는 ATM교환기(2B)가 ATM교환기(2A)의 호제어처
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호처리정보의 일부(대행을 의뢰하는 가입자의 정보)를 ATM교환기(2B)로 전송한다
(스텝530).

또, MPU(105A)는 제11도에 도시한 실시예의 스텝430과 마찬가지 수순에 따라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을 
개시한다(스텝540). 한편, ATM교환기(2B)에서는 제11도에 도시한 실시예의 스텝440과 마찬가지 수순에 따
라 ATM교환기(2A)에서 전송되어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처리를 개시한다(스텝550). 단, 본 실시예에 있
어서는 ATM교환기(2A)의 모든 가입자선(광섬유(11-1A)∼(11-(j-1)'A)에서 입력되는 신호셀을 전송하는 것
이 아니라, 일부의 가입자선의 신호셀 및 그의 가입자선이 접속되어 있는 LIF(10)으로부터의 제어셀만을 
전송한다는 점이 앞의 실시예와는 다르다.

이상의 시켄스가 종료한 상태에 있어서의 KIF(10-iA), LIF(10-(i+1)A), LIF(10-jA), LIF(10-1B)내의 헤더
변환테이블(211)의 설정예를 각각 제25도, 제26도, 제27도, 제28도에 도시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LIF(10-1A)∼LIF(10-iA)까지의 LIF(10)에 입력되는 신호셀의 처리를 ATM교환기(2B)가 대행하고, LIF(10-
(i+1)A)∼LIF(10-jA)까지의 LIF(10)에 입력되는 신호셀의 처리는 ATM교환기(2A)가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
다. 

제25도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을 실행하는 LIF(10-i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iA)의 설정예로서, 제
11도에 도시한 스텝430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설정되며, 그 내용은 제15도에 도시한 설정예와 마찬가지
로 ATM단말에서 보내져 오는 신호셀 및 LIF(10-iA)가 송신하는 제어셀이 ATM교환기(2B)로 전송되는 설정
으로 되어 있다.

제26도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처리를 자교환기(ATM교환기(2A))에서 실행하는 LIF(10-(i+1)A)내의 헤더변
환테이블(211-(i+1)A)의  설정예로서,  제12도에  도시한  설정예와  마찬가지의  수순(초기설정)으로 

설정되고, 그의 내용은 ATM단말에서 보내져 오는 신호셀 및 LIF(10-(i+1)A)가 송신하는 제어셀이 ATM교환
기(2A)내의 신호처리장치(1A)로 전송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제27도는  ATM교환기(2B)와  광섬유(11-jA)((11-1B))경유로  접속된  LIF(10-j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
jA)의 설정예로서, 제11도에 도시한 스텝430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설정되고, 그 내용은 제16도에 도시
한 설정예와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B)에서 보내져 온 신호셀 및 제어셀이 ATM교환기(2A)내의 각 LIF로 
전송되는 설정으로 되어있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일부의 가입자선의 처리만을 ATM교환기(2B)에 의뢰하
기 때문에, 헤더변환테이블에 설정하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입력셀 헤더의 값의 범위는 제16도와는 다르
다. 또, LIF(10-jA)가 송신하는 제어셀의 처리는 신호처리장치(1A)가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28도는  ATM교환기(2A)와  광섬유(11-1B)((11-jA))경우로  접속된  LIF(10-1B)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
1B)의 설정예로서, 제11도에 도시한 스텝440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설정되고, 그 내용은 제17도에 도시
한 설정예와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A)에서 전송되어 온 신호셀 및 제어셀이 ATM교환기(2B)내의 신호처리
장치(1B)로 전송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헤더변환테이블(211-jA)(제16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더변환테이블에 설정하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입력셀 헤더의 값의 범위는 제17도
와는 다르다.

제25도∼ 제28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의 설정상태에 있어서 ATM단자a에서 ATM단자b와의 정보채널의 
설정요구가 있었던 경우의 신호셀, 제어셀 및 정보셀의 흐름(제24도의 스텝551~스텝559)은 제11도에서 설
명한 스텝441~스텝449까지의 흐름과 동일하다.

다음에, 프로세서(40A)가 과부하상태에서 회복된 경우의 수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24도를 사용해서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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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U(105A)가 프로세서(40A)로부터의 통지 등에 의해 프로세서(40A)가 과부하상태에서 회복된 것을 검지하
면(스텝560), ATM교환기(2B)에 대해서 과부하상태의 해제를 통지하는 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한다(스텝
570). ATM교환기(2B)내의 프로세서(40B)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ATM교환기(2A)용의 호처리정보를 ATM교환
기(2A)로  신호셀로서 전송한다(스텝575).  ATM교환기(2A)내의 MPU(105A)는  신호정보의 전송이 완료하면, 
상기 스텝540에서 설정한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을 해제하고(스텝580), 프로세서(40A)에 대해서 호
제어처리의 재개를 한다. 한편, ATM교환기(2B)는 상기 스텝550에서 설정한 신호셀 및 제어셀의 전송설정
을 해제하고, ATM교환기(2A)용의 호제어처리를 중지한다(스텝590).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ATM교환기(2B)가 대행을 개시한 ATM교환기(2A)용의 호제어처리는 프로세서
(40A)가 과부하상태에서 회복된 경우에는 ATM교환기(2A)가 맡는 구성으로 하였지만, 스텝570이후의 처리
를 생략하고 일단 ATM교환기(2B)가 맡은 ATM교환기(2A)용의 호제어처리는 프로세서(40B)가 과부하상태로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일부의 가입자선만의 처리를 ATM교환기(2B)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앞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A)의 신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송하는 것
에  의해  이미  ATM교환기(2A)에서  처리중인  신호채널의  처리도  ATM교환기(2B)에서  대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제29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29도는 본 발명에 의한 4개의 ATM교환기(ATM교환기(2A),(2B),(2C),(2D))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구성을 
도시한 망구성도로서, 구체적으로 ATM교환기 (2A), (2B), (2C), (2D)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ATM교환기(2D)만을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한 ATM교환망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예를들
면 ATM교환기(2A)의 프로세서(40A)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프로세서(40A)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경우, 
제11도 또는 제24도에 도시한 2개의 실시예중의 어느하나의 수순에 따라 백업전용의 ATM교환기(2D)로 호
제어처리의 백업을 실행한다. 또, ATM교환기(2B),  (2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ATM교환기(2D)로 백업을 
실행한다.

제29도에 있어서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D)의 관계를 각각 제11도 또는 제24도에 있어서의 ATM교환
기(2A)와 ATM교환기(2B)의 관계로 치환하면, 제11도 또는 제24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수순에 따라 호
제어처리의 백업을 실행할 수가 있다. 또, 제29도에 있어서의 ATM교환기(2B)와 ATM교환기(2D) 또는 ATM교
환기(2B)와 ATM교환기(2D)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11도 또는 제24도에서 설명한 수순에 따라 호
제어처리의 백업을 실행할 수가 있다.

단,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ATM교환기(2D)가 동시에 3대의 ATM교환기(ATM교환기(2A),(2B),(2C))의 호제어
처리의 백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TM교환기(2D)로 전송되어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이 각각 어느 ATM교환기에서 전송되어 온 셀인지 또는 ATM교환기(2D)가 송신하는 신호셀 
및 제어셀이 각각 어느 ATM교환기로 보낼 셀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교환기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셀 및 제어셀의 VPI값으로서 다른 값을 채용해도 좋다.

예를들면,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D)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셀의 VPI값은 1, 제어셀의 VPI값은 ATM
교환기(2D)→(2A)방향이 92, (2A)→(2D)방향이 93으로 하고, ATM교환기(2B)와 ATM교환기(2D)사이에서 전
송되는 신호셀의 VPI값은 2, 제어셀의 VPI값은 ATM교환기 (2D)→(2B)방향이 94, (2B)→(2D)방향이 95로 
하고, 또 ATM교환기(2C)와 ATM교환기(2D)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셀의 VPI값은 3, 제어셀의 VPI값은 ATM
교환기 (2D)→(2C)방향이 96,(2C)→(2D)방향이 97등으로 하면 좋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백업전용의 교환기는 ATM교환기(2D)의 1대만으로 하였지만, 여러대 마련하는 구성
으로 하여도 좋다. 이 구성은 예를들면 제29도에서 설명한 교환망에 있어서 ATM교환기(2A)의 백업용 교환
기를 (2C), ATM교환기(2B)의 백업용 교환기를 (2D)로 해서 각각 제11도 또는 제24도에서 설명한 수순에 
따라 호제어처리의 백업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실현된다. 또, 본 실시예의 응용예로서 ATM교환기 (2A), 
(2B), (2C)에는 신호처리장치(1)을 마련하지않고 ATM교환기(2D)에만 신호처리장치(1)를 마련하고, ATM교
환기 (2A), (2B), (2C)용의 신호처리를 ATM교환기(2D)에서 집중처리하도록 하여 망내의 신호처리를 용이
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이 실시예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39도(후술)에 있어서 설명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제30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30도도 본 발명에 의한 4개의 ATM교환기(ATM교환기 (2A), (2B), (2C), (2D))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구
성을 도시한 망구성도로서, 구체적으로는 ATM교환기(2A), (2B), (2C), (2D)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
어서 상기 실시예와는 달리 백업전용의 교환기는 마련하지 않고 각 교환기가 인접하고 있는 교환기의 백
업을 실행하도록한 예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ATM교환기(2C)에 수용된 가입자c와 ATM교환기(2B)에 수용된 가입자b1 사이에 ATM교환기
(2C)와 ATM교환기(2B)를 경유하는 신호채널의 접속(제30도에 있어서 점선으로 표시된 루트로 신호셀이 송
수신되는 것)이 설정되어 있고, 또 ATM교환기(2A)에 수용된 가입자a와 ATM교환기(2B)에 수용된 가입자b2 
사이에 ATM교환기(2A)와 ATM교환기(2D)와 ATM교환기(2B)를 경우하는 신호채널의 접속이 설정되어 있는 것
으로 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 ATM교환기(2B)의 프로세서(40B)에 앞의 실시예와 같이 장해 또는 과부하상
태가 발생한 경우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 경우, 가입자c와 가입자b1과의 신호채널의 접속에 관해서는 ATM
교환기(2B)의 호제어처리를 ATM교환기(2C)가 백업하고, 가입자a와 가입자b2 사이의 신호채널의 접속에 관
해서는 ATM교환기(2B)의 호제어처리를 ATM교환기(2D)가 백업한다. 또한, 백업의 수순은 앞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순과 마찬가지 수순을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호제어처리의 백업을 실행하는 ATM교환기를 각 접속에 따른 인접하는 ATM교환기로 하는 것에 
의해서, 정보접속의 설정이나 해방을 위한 제어셀을 여러개의 교환기를 거쳐서 전송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호처리의 백업이 용이해 진다는 효과가 있다.

또, 본 실시예의 응용예로서 제29도에서 설명한 앞의 실시예와 같이 ATM교환망내에 백업전용의 교환기를 
마련하지 않고, 망내의 각 교환기가 서로의 부하의 상황(처리대기 메시지의 수)을 서로 전달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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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환기의 부하의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그의 ATM교환망내에서 가장 부하가 
가벼운 교환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가장 부하가 가벼운 교환기가 호제어처리를 백업하도록 해
서 망내의 호제어처리의 부하분산을 도모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상술한 ATM교환망의 각 실시예에서는 ATM교환기를 대상으로 설명하였지만, 신호채널의 정보(호제어
메시지)를 다른 교환기로 전송할 수 있고, 또 다른 교환기에서 자교환기내의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한 구조의 통신장치이면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ATM교환기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제31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31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에 있어서 사용하는 교환기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의  ATM교환기(2')는  제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2)의  시스템구성예와는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즉, 2개의 신호처리장치(1'-1) 및 (1'-2)는 예를들면 156Mbit/s의 데이타전송속도를 갖는 광섬유
(11-j) 및 (11-(j-1))를 거쳐서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10-j) 및 (10-(j-1))에 접속되어 있다. 또, 상
기 신호처리장치(1'-1) 및 (1'-2)는 버스(108)을 거쳐서 프로세서(40)과 메모리(41)에 접속되어 있다. 또
한, 제31도에 도시한 ATM스위치(30')의 입출력포트수는 본실시예에서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j로 
하였지만, 제1도의 ATM스위치(30)(입출력포트수는 j+1)과는 입출력포트수가 다를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이다.

제32도는 상기 교환기(2')에 접속되는 신호처리장치(1')의 블럭구성도로서, 제2도에 도시한 신호처리장치
(1)과는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즉, 고정길이 셀과 가변길이의 신호데이타와의 변환처리를 실행하는 
ADP처리부(100')는  셀데이타를 1비트씩 직렬로 출력하기 위한 병렬/직렬 변환회로(P/S변환회로)(203)에 
접속되고, 또 병렬/직렬 변환회로(203)은 상기 직렬데이타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용의 광섬유(11a)로 
출력하기 위한 전기/광변환기(E/O 변환기)(204)에 접속되어 있다. 또, 상기 ADP처리부(100')는 직렬신호
를 8비트단위의 병렬데이타로 변환하기 위한 직렬/병렬변환회로(S/P변환회로)(207)에 접속되고, 또 직렬/
병렬 변환회로(207)은 회선인터페이스장치(10)에서 수신용의 광섬유(11b)를 거쳐서 입력되는 광셀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 변환기(O/E변환기)(206)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32도에  도시한  ADP처리부(100')가  송수신하는  셀(제5도의  일반셀(50)과  제6도의 제어셀(6
0))의 포맷은 제5도에 도시한 일반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셀포맷중 루트정보(51)이 없는 셀헤더(52)와 
정보필드(53)으로 이루어지는 ITU-T권고 I.361 등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표준으로서 규정된 포맷을 사
용하였다. 이와같은 표준 포맷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신호처리장치(1)의 변경(장치교환이나 설치장소 변
경 등)이나 ATM스위치(30')와 LIF((10-1)~(10-j))로 이루어지는 통화로부분과 신호처리장치(1)과의 선택
조합의  자유도가  높아져서  사용하기  편리한  교환시스템이나  경제적인  교환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기  구성과  같이  신호처리장치(1')와  ATM스위치(30')를 LIF(회선인터페이스장
치)(10-j)를 거쳐서 접속하고, 신호처리장치(1')가 송수신하는 셀의 포맷을 표준셀포맷으로 하는 것에 의
해서, 신호처리장치(1')는 임의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10)((10-1)~(10-j))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예를들면 회선인터페이스장치(10-j)가 고장난 경우 등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1'-1)을 다른 회선인터
페이스장치에 용이하게 다시 접속할 수가 있다. 또, 다른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의 백업을 실행하기 위해
서, 신호처리장치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어 있는 LIF(10)에 신호처리장치를 추가접속하는 것에 의
해서, 용이하게 신호처리장치의 증설을 실행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생긴다.

제33도~제36도에 LIF(10-i),  LIF(10-(j-2)),  LIF(10-(j-1)),  LIF(10-j)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초기
설정후의 설정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처리장치(1'-1)이 LIF(10-1)~LIF(10-i)(i는 2이상 j-3
이하의 정수) 및 LIF(10-j)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제어를 실행하고, 신호처리장치(1'-2)가 LIF(10-
(i+1))~LIF(10-(j-1))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제어를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제33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0, 5)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광섬유(11-ib)경유로 입력되는 신호셀
을 신호처리장치(1'-1)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 VPI, VCI)=(91, i)의 영역에
는 LIFF(10-i)가 생성한 제어셀을 신호처리장치(1'-1)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다.

다음에, 제35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j-1))의 설정예를 설명하기 전에, 제36도에 도시한 헤더변
환테이블(211-j)의 설정예를 설명한다.

제36도에 있어서 (입력VPI, VCI)=(90, j)의 영역에는 신호처리장치(1'-1)에서 LIF(10-j)로 송신되는 제어
셀용의 데이타(출력루트정보 및 출력셀헤더)가 저장되어 있고, 또 (입력 VPI, VCI)=(91, j)의 영역에는 
LIF(10-j)가 생성하여 신호처리장치(1'-1)로 송신하는 제어셀용의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이들의 데이
타는 ATM교환기의 기동시(예를들면, 전원투입시)에 LIF(10-j)내의 CTL(205-j)가 라이트한다. 이들 2개의 
영역의 데이타가 저장된 상태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1'-1)에서 헤더변환테이블(211-j)에 대한 데이타라
이트를 위한 (VPI, VCI)=(90, j)의 제어셀이 송신되면, 이 셀은 LIF(10-j)내의 O/E 변환회로(제4도)(206-
j)이외를 경우해서 헤더분리회로(209-j), 헤더변환테이블(211-j) 및 헤더삽입회로(211-j)에 있어서 (제36
도에 도시한 데이타에 따라서) ATM스위치(30')의 INj에서 OUTj를 향하는 출력루트 정보가 부가되고, 다음
에 버스(12B-j)(제31도)에서 ATM스위치(30')에 입력되고 출력포트 OUTj로 출력되며, 또 버스(12a-j)를 경
유해서  다시  LIF(10-j)에  입력되고,  루트정보삭제회로(201-j),  제어셀분리회로(202-j)를  경유해서 

CTL(205-J)로 보내져서 CTL(205-j)는 헤더변환테이블(211-j)로의 데이타의 라이트를 실행한다.

상기의 수순에 따라, 제3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VPI, VCI)=(0, 1)~(0, i)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신
호처리장치(1'-1)에서 보내져 온 신호셀을 ATM교환기(2')내의 LIF(10-1)~(10-i)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
를 저장하고, 또 (입력 VPI, VCI)=(90, 1)~(90, i)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신호처리장치(1'-1)에서 보내져 
온 제어셀을 ATM교환기(2')내의 각 LIF(10-1)~(10-i)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를 저장한다.

제35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j-1))에 대해서도 상술한 헤더변환테이블(211-j)의 설정수순과 마
찬가지로 해서 (입력 VPI, VCI)+(0, i+1)~(0, j-2)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신호처리장치(1'-2)에서 보내져 
온 신호셀을 ATM교환기(2')내의 각 LIF(10-(i+1))~(10-j-2))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를 저장하고, 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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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VPI, VCI)=(90, i+1)~(90, j-2)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신호처리장치(1'-2)에서 보내져 온 제어셀을 ATM
교환기(2')내의 각 LIF(10-(i+1)~(10-(j-2))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를 저장한다.

또한,  LIF(10-j)(더욱  정확하게는 CTL(205-j)에서  신호처리장치(1'-1)에  대해서 송신되는 (상승방향)의 
제어셀과 신호처리장치(1'-1)에서 LIF(10-j)에 대해서 송신되는 (하강방향)의 제어셀은 일부 동일셀을 경
유해서 전송된다. 예를들면, CTL(205-j)에서 생성된 ((VPI, VCI)=(91, j)의) 상승방향의 제어셀은 제어셀 
삽입회로(208-j)를 경유하여 헤더분리회로(209-j),  헤더변환테이블(211-j)  및 헤더삽입회로(210-j)에 있
어서(제36도에 도시한 데이타에 따라서) ATM스위치의 INj에서 OUTj를 향하는 출력루트정보가 부가된다. 
다음에, 버스(12b-j)에서 ATM스위치(30')에 입력되어 출력포트 OUTj로 출력되고, 또 버스 (12a-j)를 경유
해서 재차 LIF(10-j)에  입력되어 루트정보삭제회로(201-j),  제어셀 분리회로(202-j), P/S변환회로(203-
J), E/O 변환회로(204-j)를 경유해서 버스(11a-j)로 출력되고 신호처리장치(1'-1)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LIF(10-j)에서 일단 ATM스위치(30')를 경유해서 재차 LIF(10-j)로 되돌아오는 루트는 신호처리장치에서 
각 LIF를 향하는 하강방향의 제어셀의 루트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상승/하강의 방향마다 셀을 구별하
기 위해서 양 셀은 다른(VPI, VCI)값, 즉 상승의 제어셀의 (VPI, VCI)는 (91, j), 하강의 제어셀의 (VPI, 
VCI)의 값은 (90, j)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단 제4도에 도시한 회선인터페이스장치(LIF)에 있어서, 예를
들면 S/P변환회로(207)과 제어셀 삽입회로(208) 사이에 제어셀 분리회로를 새로 추가하고, 외부장치에서 
입력된 제어셀을 이 새로 추가한 제어셀 분리회로에 의해 추출해서 CTL(205)로 보내도록 하는 것에 의해
서 상승/하강의 제어셀의 경로를 분리해서 제어셀의 VPI값을 상승/하강에서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신호처리장치(1')는 2개로 하였지만, 신호처리장치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슨 3개이상 
설치하여도 좋다. 또, 교환망에 수용된 가입자에 대해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망을 구성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프로토콜마다 신호처리장치를 설치하
여도 좋다. 예를들면, 2개의 신호처리장치를 설치하여 한쪽을 가입자와의 신호프로토콜 처리전용의 신호
처리장치로 하고, 다른쪽을 다른 교환기와의 신호프로토콜처리 전용의 신호처리장치로 해서 사용하는 시
스템으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ATM교환망에 있어서 사용하는 ATM교환기는 상기 실시예 이외의 구성도 사용할 수가 있다.

제37도는 본 발명의 ATM교환망에 있어서 사용하는 ATM교환기의 다른 구성에를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제31도에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여러개의 신호처리장치를 ATM교환기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본 실
시예에서는 제3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처리장치(1'-2), 메모리(41-2) 및 프로세서(40-2)로 이루어지
는 외부 호제어장치(3)을 ATM교환기(2)의 외부에 설치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ATM교환기의 외부
에 호제어장치를 증설 또는 호제어 프로세서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제3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
의 시스템구성보다 더욱 용이하게 신호처리능력을 증강할 수가 있다.

제38도는 제37도에 있어서 외부호제어장치(3)을 ATM교환기에 접속하기 이전의 LIF(10-j)내의 헤더변환테
이블(211-j)의 초기설정후의 설정예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제35도 또는 제36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
의 설정법과 마찬가지 수순에 따라 설정한다. 외부호제어장치(3)을 ATM교환기에 접속하기 전에는 신호처
리장치(1'-1) 및 프로세서(40-1)이 LIF(10-1) ~LIF(10-j)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의 관리(리라이트)를 실행하
고  있다.  외부호제어장치(3)을  접속할  때에는  신호처리장치(1'-1)로부터의  제어셀에  의해,  예를들면 
LIF(10-(j-1))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j-1))을 제3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정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ATM교환기 내부에는 신호처리장치(1'-1)이나  프로세서(40-1)이나  메모리(41-1)이나 
메모리(41-1)을 마련하지 않고, 외부호제어장치(3)만으로 ATM교환기(2)의 신호처리를 실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구체적인 구성예에 대해서는 제42도(후술)에 있어서 설명한다. 구체적인 구성예에 대해서는 
제42도(후술)에 있어서 설명한다.

또한, 상술한 설명에 의해 제31도~제38도에서 설명한 ATM교환기도 본 발명에 있어서의 그밖의 실시예의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교환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은 명확하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교환망의 다른 실시예로서 기업내망으로 대표되는 소규모의 교환기나 통신장치를 
조합한 소규모 교환망의 구성인 사업소내 ATM-LAN(Local Area Network)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구성
과 동작을 설명한다.

제39도는 본 발명에 의한 ATM교환망의 다른 실시예인 ATM-LAN의 구성을 도시한 망구성도이다. 제39도에 
있어서 ATM-LAN(20)은 호제어기능을 갖는 ATM-PBX(4), 호제어기능을 갖지 않는 2대의 ATM-HUB(5), ATM-
PBX(4)나 ATM-HUB(5)에 수용되는 여러대의 ATM단말 및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회선으로 구성하였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ATM-PBX(4)로서는 앞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1도나 제31도 또는 제37도에 도시한 
ATM교환기중의 어느하나를 선택해서 망내에 배치한다. 단, ATM-PBX(4)가 갖는 회선중 임의의 갯수의 회선
은 다른 통신망과도 접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중 ATM교환망(21)내의 ATM교환기(예를들면, 
제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2))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40도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ATM-HUB(5)의 시스템구성을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ATM-HUB(5)의 기본
구성은 앞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ATM교환기(2), (2') 또는 (2)의 구성에서 신호처리장치(1), 프
로세서(40), 메모리(41), 이들에 부수하는 버스나 LIF(10) 등을 삭제한 것이다. 즉, ATM-HUB(5)는 고정길
이의 셀의 교환을 실행하는 ATM스위치(30')(또는 ATM스위치(30)이어도 좋다), 예를들면 156Mbit/s의 데이
타전송 속도를 갖는 광섬유(11((11-1)~(11-j)),각각 예를들면 8비트폭을 갖는 송신버스와 수신버스의 쌍
(12)((12-1)~(12-j)), 광/전기 신호의 변환이나 개개의 셀에 대한 헤더부의 변환 등을 실행하는 회선인터
페이스장치(LIF)(10((10-1)~(10-j))로 구성되고, ATM단말을 수용하여 단발사이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스위치 기능만을 구비하고, 그 제어는 외부의 장치(본 실시예에서는 ATM-PBX(4))가 실행하도록 하였으므
로, 단순히 경제적인 구성의 교환수단을 교환망의 규모에 따라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갯수를 배치하는 
것에 의해서 소규모망이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경제적인 망을 구성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제41도에는 제39도에서 설명한 ATM-LAN(20)의 상세한 구성도를 도시한다. 제41도에 있어서 ATM-PBX(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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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에 도시한 ATM교환기(2)와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다. ATM-PBX(4)의 LIF(10-1)은 광섬유(11-d)(더욱 
정확하게는 ATM-PBX(4)에서 ATM교환기(2)로 셀을 전송하는 광섬유(11-da)와 역방향으로 셀을 전송하는 광
섬유(11-db)의 2개의 광섬유)를 거쳐서 ATM교환기(2)와 접속되어 있다. 또, ATM-PBX(4)의 LIF(10-i)는 광
섬유(11-c)를  거쳐서  ATM단말c와  접속되어  있다.  또,  ATM-PBX(4)의  LIF(10-(j-1)과  ATM-HUB(5a)의 
LIF(10-1A)는 광섬유(11-e)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고, ATM-PBX(4)의 LIF(10-j)와 ATM-HUB(5B)의 LIF(10-
1B)는 광섬유(11-f)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ATM-HUB(5A) 및 (5B)중의 LIF(10-1A)~LIF(10-jA) 및 LIF(10-1B)~ LIF(10-jB)내의 헤더변환테
이블(211)(제4도)의 리라이트는 제11도 또는 제29도에 도시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 수순으
로 제어셀(60)을 사용하여 ATM-PBX(4)중에 있는 신호처리장치(1)과 프로세서(40)이 실행한다.

제11도에 있어서 스텝(430) 및 스텝(440)까지의 처리가 종료된 상태에 있어서의 ATM교환기(2A)와 ATM교환
기(2B)의 관계는 제41도에 있어서의 ATM-HUB(5A)와 ATM-PBX(4)의 관계와 동일하고, 모두 후자의 교환기
(PBX)내의 신호처리장치(1) 및 프로세서(40)이 전자의 교환기(HUB)중에 있는 LIF내의 헤더변환 테이블의 
제어를 실행한다.

ATM-PBX(4)내의 프로세서(40)은 ATM-HUB(5A) 및 (5B)의 초기설정으로서 제15도 및 제 16도 또는 제33도~
제36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설정에와 마찬가지로 제어셀(60)을 사용해서 [1] ATM-HUB(5A) 및 
(5B)에  ATM단말에서 입력되는 신호셀 및  ATM-HUB(5A)  및  (5B)내의  각  LIF(10)에서  송신되는 제어셀이 
ATM-PBX(4)에  대해서  전송되고,  [2]  ATM-PBX(4)에서  보내져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이 ATM-HUB(5A)  및 
(5B)내의 소정의 LIF로 전송되도록, ATM-HUB(5A) 및 (5B)내의 각 LIF(10)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을 설정
한다. 예를들면, ATM-HUB(5A)중의 LIF(100-jA)내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을 리라이트하는 경우, 먼저 ATM-
PBX(4)내의  프로세서(40)은  신호처리장치(1)에  대해서  제어셀(60)의  송신지시를  보낸다. 신호처리장치
(1)에서 송신된 제어셀은 ATM스위치(30)의  입력포트IN15  출력포트OUTj-1로  출력되어 LIF(10-(J-1))에서 
광섬유(11-e)를 경유해서 ATM-HUB(5A)내의 LIF(10-1A)로 보내진다. LIF(10-1A)에 도착한 제어셀은 ATM스
위치(30'A)의  입력포트IN1에서  출력포트OUTj로  출력되어  LIF(10-jA)로  보내지며,  LIF(10-jA)내의 

CTL(205)(제4도)가 헤더변환테이블 (211)의 리라이트를 실행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교환망의 다른 실시예로서, 기업내망으로 대표되는 소규모의 교환기나 통신장치를 조
합한 소규모 교환망구성에 적합한 다른 망구성으로써 가상 ATM-PBX를 구성한 예에 대해서 제42도를 사용
해서 설명한다.

제42도는  본  발명에  의한  가상  ATM-PBX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의  가상 ATM-
PBX(25)는 3대의 ATM-HUB(5)((5A), (5B) 및 (5C))와 외부호제어장치(3')로 이루어지고, ATM-HUB(5)에 접
속되는 임의의 여러대의 ATM단말과 ATM-HUB(5) 사이나 ATM-HUB(5)끼리 또는 ATM-HUB(5)와 외부호제어장치
(3')사이는 각각 광섬유(11)(또는 구리쌍선이나 8비트폭의 버스 등)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ATM-HUB(5C)의 임의의 회선은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ATM-LAN(20)과 마찬가지로 광섬유(11)을 
거쳐서 공중 ATM망(21)내의 ATM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는 구성으로 하였다.

제43도는 제42도에 도시한 가상 ATM-PBX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로서, ATM-HUB(5A), (5B) 및 (5
C)에는 상술한 실시예(제40도)에서 개시한 HUB장치내부에 신호처리장치나 프로세서 등을 갖지 않는 구성
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 외부호제어장치(3')에는 앞서의 ATM교환기의 구성의 실시예(제37도)에 도시한 
외부호제어장치(3)에 신호처리장치(1')를 2대 추가하여 3대(각 ATM-HUB 대응의 신호처리장치를 갖는다)로 
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제43도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1'-1)와  ATM-HUB(5A)의  LIF(10-1A)는  광섬유(11A)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고, 신호처리장치(1'-2)와 ATM-HUB(5B)의 LIF(10-1B)는 광섬유(11B)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고, 신호처리
장치(1'-3)과  ATM-HUB(5C)의  LIF(10-1C)는  광섬유(11C)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또,  ATM단말a와 ATM-
HUB(5A)의 LIF(10-(j-1)A)는 광섬유(11-1)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고, ATM단말c와 ATM-HUB(5C)의 LIF(10-
jC)는 광섬유(11-4)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또, ATM-HUB(5A)의 LIF(10-jA)와 ATM-HUB(5B)의 LIF(10-(j-
1)B)는 광섬유 (11-2)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고, ATM-HUB(5B)의 LIF(10-jB)와 ATM-HUB(5C)의 LIF(10-(j-
1)C)는 광섬유(11-3)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한, ATM-HUB(5C)의 나머지 LIF중의 어느것인가는 제42도에 
도시한 광섬유(11-5)에 의해 공중 ATM망(21)의 ATM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외부호제어장치(3)은 가상 ATM-PBX(25)의 초기설정으로서 제15도 및 제16도 또는 제33도~제36도에 도시한 
헤더변환테이블(211)의 설정예와 마찬가지로 제어셀(60)을 사용해서, [1] ATM-HUB(5A), (5B), (5C)에 ATM
단말  (또는  ATM  공중망과의  접속회선)에서  입력되는  신호셀  및  ATM-HUB(5A),  (5B)  및  (5C)내의  각 
LIF(10)에서 송신되는 제어셀이 외부호제어장치(3)에 대해서 전송되고, [2] 외부호제어장치(3)에서 보내
져 오는 신호셀 및 제어셀이  ATM-HUB(5A), (5B) 및 (5 C)내의 소정의 LIF로 전송되도록, ATM-HUB(5A), 
(5B)  및  (5C)내의  각  LIF(10)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을  설정한다.  또한,  제43도에  있어서의  각 ATM-
HUB(5)와 외부호제어장치(3')의 관계는 제37도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1'-1), 프로세서(40-1) 및 메모리
(41-1)을 삭제한 ATM교환기(2)와 외부호제어장치(3)의 관계와 동일하고, 각 HUB(교환기)중의 LIF내의 헤
더변환테이블은 외부호제어장치에서 제어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 ATM단말a가 예를들면 ATM단말c와의 사이의 정보채널의 설정을 요구하는 SETUP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하면(제7도의 스텝610에 상당한다), 그 셀은 광섬유(11-1)에서 LIF(10-(j-1)A), ATM스위
치(30'A)의  INj-1에서  OUT1,  LIF(10-1A)에서  광섬유(11A)를  거쳐서 외부호제어장치(3')의 신호처리장치
(1'-1)로 보내진다.

신호처리장치(1'-1)은 수신한 신호셀을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하고(제10도 참조), 이 메시지를 프로세서
(40)으로 보낸다. 프로세서(40)은 수신한 메시지의 내용을 해석하고, ATM단말a로부터의 ATM단말c와의 사
이의 정보채널의 접속요구인 것을 인식한다. 다음에, 프로세서(40)은 ATM단말a에서 c로 정보채널의 설정
요구가 있는 것을 통지하는 SETUP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메시지를 단말c로 송신하도록 신호처리장치(1'-
3)에 대해서 지시를 보낸다(주: 프로세서(40)은 각 ATM단말이 어느 HUB의 어느 회선에 접속되어 있고, 또 
각 HUB에 접속되어 있는 신호처리장치는 어느것인지 등을 메모리(41)내의 호제어정보테이블(42)(제3도)에 
기억하고 있다). 이 지시를 받은 신호처리장치(1'-1)은 메시지를 1개 또는 여러개의 신호셀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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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한다(제7도의  스텝620에  상당한다).  송신된  신호셀은  광섬유(11C)에서  ATM-HUB(5C)의  LIF(10-1C), 
ATM스위치(30'C)의 IN1에서 OUTj, LIF(10-jC)에서 광섬유(11-4)를 거쳐서 ATM단말c로 보내진다.

다음에, ATM단말c가 정보채널의 설정요구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CONNECT메시지를 신호셀로서 송신하면(제
7도의  스텝630에  상당한다),  그  셀은  광섬유(11-4)에서  LIF(10-jC),  ATM스위치(30'C)의  INj에서  OUTQ, 
LIF(10-1C)에서 광섬유(11A)를 거쳐서 외부호제어장치(3')의 신호처리장치(1'-3)으로 보내진다.

신호처리장치(1'-3)은 받은 신호셀을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하고, 이 메시지를 프로세서(40)에 보낸다. 프
로세서(40)은 받은 메시지내용을 해석하고, ATM단말c로부터의 정보채널의 설정요구를 받아들는 것을 나타
내는 CONNECT메시지인 것을 인식한다.

다음에, 프로세서(40)은 ATM단말a와 ATM-HUB(5A) 사이, ATM-HUM(5A)와 (5B) 사이, ATM-HUB(5B)와 (5C) 사
이, ATM-HUB(5C)와 ATM단말c사이의 각각의 정보채널용으로 사용하는 (VPI, VCI) 값을 결정하고, ATM단말
a(또는  c)에서  송신된  정보셀이  ATM단말c(또는  a)로  도달하도록,  ATM-HUB(5A)내의  LIF(10-(j-1)A)와 
LIF(10-jA)  ATM-HUB(5B)내의  LIF(10-(j-1)B)와  LIF(10-jB),  ATM-HUB(5C)내의  LIF(10-(j-1)C와 LIF(10-
jC)의 각각에 대해서, 내부의 헤더변환테이블(211)에 정보채널용 데이타(예를들면, 제19도의 (입력 VPI, 
VCI)=(0, 10) 또는 제20도의 (입력 VPI, VCI)=(0, 11)의 영역에 상당하는 데이타)를 라이트할 것을 지시
하는 제어셀을 송신한다(제7도의 스텝640에 상당한다).

다음에, 프로세서(40)은 상술한 SETUP메시지의 송신과 마찬가지 수순에 따라, ATM단말a에 대해서 정보채
널의 설정완료 및 정보채널용의 (VPI, VCI) 값을 통지하는 CONNECT메시지를 송신한다(제7도의 스텝650에 
상당한다).

또, 프로세서(40)은 ATM단말c에 대해서도 정보채널의 설정완료 및 정보채널용의 (VPI, VCI)값을 통지하는 
CONNECT ACK메시지를 송신한다(제7도의 스텝660에 상당한다).

그후, ATM단말a와 ATM단말c는 할당된 (VPI, VCI)값을 사용해서 서로 정보셀의 송수신을 실행한다. 예를들
면, ATM단말a에서 송신된 정보셀은 광섬유(11-1)을 거쳐서 LIF(10-(j-1)A), ATM스위치(30'A)의 INj-1에서 
OUTj, LIF(10-jA)로 보내지고, 또 광섬유(11-2)를 거쳐서 LIF(10-(j-1)B), ATM스위치(30'B)의 INj-1에서 
OUTj, LIF(10-jB)로 보내지고, 또 광섬유(11-3)을 거쳐서 LIF(10-(j-1)C), ATM스위치(30'C)의 INj-1에서 
OUTj, LIF(10-jC)로 보내지며, 또 광섬유(11-4)를 거쳐서 ATM단말c로 보내진다. 또, ATM단말c에서 송신된 
정보셀은 광섬유(11-4)를 거쳐서 LIF(10-jC), ATM스위치(30'C)의 INj에서 OUTj-1, LIF(10-(j-1)C)로 보내
지고, 또 광섬유(11-3)을 거쳐서 LIF(10-jB), ATM스위치(30'B)의 INj에서 OUTj-1, LIF(10-(j-1)B)로 보내
지고, 또 광섬유(11-2)를 거쳐서 LIF(10-jA), ATM스위치(30'A)의 INj에서 OUTj-1, LIF(10-(j-1)A)로 보내
지고, 또 광섬유(11-1)을 거쳐서 ATM단말a로 보내진다(제7도의 스텝670에 상당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외부호제어장치(3') 대신에 제39도에 도시한 ATM-PBX(4)를 설치해도 좋다.

또, 발명에 의한 가상 ATM-PBX의 다른 구성으로서 각각의 ATM-HUB(5)와 외부호제어장치(3')를 직접 접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제4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부의 ATM-HUB(5)에 있어서는 다른 ATM-HUB(5)를 거쳐서 
외부호제어장치(3')와 간접적으로 접속하도록 하여도 좋다. 구체적인 구성예를 설명하면, 제43도에 있어
서 ATM-HUB(5A)와  외부호제어장치(3')를  접속하는 광섬유(11A)  및  ATM-HUB(5C)와  외부호제어장치(3')를 
접속하는 광섬유(11C)를 삭제하고, 또 외부호제어장치(3')대신에 제37도에서 설명한 외부호제어장치(3)을 
사용하고 외부호제어장치(3)에서 ATM-HUB(5A) 및 (5C) 또는 ATM-HUB(5A) 및 (5C)에서 외부호제어장치(3)
을 향하는 신호셀 및 제어셀을 ATM-HUB(5B)를 거쳐서 광섬유(11B)경유로 보내도록 하여도 좋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1대의  외부호제어장치(3')가  호제어  기능을  갖지  않는  여러대의 ATM-
HUB(5)내의 각 LIF(10)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을 제어셀을 사용해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저렴하
게 ATM-LAN이나 가상 ATM-PBX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정보채널의 설정이나 변경시 등에 있어서의 헤더변환테이블(211)의 리라이트도 용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각각의 ATM-HUB에 호제어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나 프로세서 등을 마련하는 경유에는 
각 ATM-HUB내의 프로세서 사이에서 서로 신호채널 메시지의 수수를 해야 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 각 ATM-HUB는 빌딩의 1층이나 2층과 같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도, 가상적으로 1
개의 ATM-PBX와 동일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처리기능을 갖는 장치를 ATM-LAN내에 공통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 능력
에 의한 신호처리의 성능(단위시간당 처리가능한 신호채널 메시지의 수)가 결정되지만, 더욱 고성능인 프
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한, 제39도~제43도를 사용해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공중 통신망 등에 사용하는 규모가 큰 ATM교
환기 및 ATM교환망에도 적용가능한 것은 이상의 설명에서 명확하다.

또한, 상술한 설명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ATM-HUB(5)는 단말을 수용하여 일반 가입자로부터의 셀이 입력
되는 것으로서, 가입자의 오조작이나 장난 등에 대해서 시스템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보호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기능의 1예를 들면, 제어셀을 입력할 수 있는 회선을 헤더변환테이
블의 설정에 의해 한정하여(예를들면, 제43도에 있어서 ATM-HUM(5A)에 대해서 외부에서 제어셀의 입력이 
가능한 회선을 LIF(10-1A)만으로 하고, 다른 LIF내의 헤더변환테이블에는 셀용의 데이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악의의 단말 등으로부터의 장난을 방지하도록 한 ATM교환기 및 교환망을 보호하는 구성으로 해서 실
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의  ATM교환기, 
ATM교환망, 신호처리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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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여러개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신호처리 방법에 있어서, 망내의 임의의 ATM교환기(교환기 A)
의 호처리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교환기 B)에 호처리프로세서의 장해의 
발생을 통지하고, 교환기 A내의 호처리정보를 교환기B로 전송함과 동시에 교환기A에 도착하는 신호채널의 
셀을 교환기B로 전송하도록 설정하고, 교환기B가 교환기A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제어를 실행해서 교환
기A의 신호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되어 ATM교환망을 구성하고, 망내의 특정의 1대 또는 여러
대의 교환기를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하고,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의 호처리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한 경
우 백업 전용의 ATM교환기가 호처리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한 ATM교환기의 신호처리를 계속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되어 ATM교환망을 구성하고, 망내의 특정의 교환기의 호처
리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기 교환기에 있어서 설정이 끝난 각 신호채널의 접속마다 인접하는 
다른 ATM교환기가 신호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장해발생 시점에 있어서 망내에서 가장 부하가 가벼운 교환기를 신호처리 대행용의 교환
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5 

제1항~제4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ATM교환기는 가입자선 또는 중계선에서 자교환기에 입력되는 신호채
널 정보를 다른 교환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전송지의 다른 교환기에서 자교환기내의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한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6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신호처리 방법에 있어서, 망내의 임의의 ATM교환기(교환기A)의 
호처리프로세서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경우,  다른 ATM교환기(교환기B)에  호처리프로세서의 과부하상태를 
통지하여 교환기A에 도착하는 새로운 신호채널의 셀을 교환기B로 전송하도록 설정하고, 교환기B가 새로운 
신호채널에 의해서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 교환기A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제어를 실행하고 교환기A의 
신호처리의 일부를 대행해서 ATM교환망내의 신호처리의 부하분산을 도모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되어 ATM교환망을 구성하고, 망내의 특정의 1대 또는 여러
대의 교환기를 백업전용의 교환기로 하고,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의 호처리프로세서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경우, 백업전용의 교환기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교환기의 신호처리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
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되어 ATM교환망을 구성하고, 망내의 특정의 교환기의 호처
리프로세서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경우, 상기 교환기에 있어서 설정이 끝난 각 신호채널의 접속마다 인접
하는 다른 ATM교환기가 신호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장해발생 시점에 있어서 망내에서 가장 부하가 가벼운 교환기를 신호처리 대행용의 교환
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10 

제6항~제9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ATM교환기는 가입자선 또는 중계선에서 자교환기에 입력되는 신호채
널 정보를 다른 교환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전송지의 다른 교환기에서 자교환기내의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한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11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신호처리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특정의 ATM교환기에만 신호채
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로 구
성되는 호제어장치를 마련하고,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
트를 상기 임의의 특정의 ATM교환기에 마련한 상기 호제어장치에 의해서 실행하여 상기 다른 ATM교환기의 
정보채널셀의 경로제어를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을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12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ATM교환기에 있어서,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
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 경유로 접속하고,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장치와 상기 신
호처리장치 사이의 셀 포맷을 ATM스위치내의 루팅정보 등의 부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표준셀포맷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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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 또는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신호
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증설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채널셀의 처리능력을 용이하게 증강시킬 수 있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처리하는 프로토콜 종별마다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여러대 설치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ATM스위치의 임의의 포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6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의 ATM교환기에 있어서, 신호채널의 레이어2 이하의 처리를 실행
하는 신호처리장치,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를 ATM교환기
의 외부에 설치하고, 상기 호제어장치에서 상기ATM교환기내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
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ATM교환기내의 정보채널셀의 경로제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 또는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신호
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증설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채널셀의 처리능력을 용이하게 증강시킬 수 있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처리하는 프로토콜 종별마다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여러대 설치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ATM스위치의 임의의 포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ATM교환기.

청구항 20 

여러대의 ATM교환기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망내의 제1 ATM교환기가 상기 ATM망
내의  제2  ATM교환기에  대해서  호처리정보와  상기  제1교환기로  그후에  도착하는  신호채널의  셀을 
전송하고, 상기 제2 ATM교환기가 자국의 교환제어동작에 부가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를 위한 경로제어동
작을 대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가 제어용셀을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와 상기 신호처리장치에 
접속된 호제어용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지고, 상기 호제어용 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상기 신호처리
장치가 상기 제2 ATM교환기에 대해서 상기 호처리정보와 신호채널의 셀의 전송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장치가 상기 호제어용의 프로세서의 상태를 감시하고, 상기 호제어용 프
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상기 제2 ATM교환기에 대해서 장해의 발생을 통지한 후, 상기 
호처리정보와 신호채널의 셀의 전송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에서 제2 ATM교환기로 전송되는 신호채널의 각 셀이 상기 제2 ATM교
환기가  처리하는  자국의  신호채널의  셀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와 상기 제2 ATM교환기가 상기 ATM교환망내에서 서로 인접한 배치관
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가 미리 지정된 ATM교환기를 상기 제2 ATM교환기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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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가 제어용 셀을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와 상기 신호처리장치에 
접속된 호제어용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지고, 상기 호처리프로세서의 부하가 소정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상기 제2 ATM교환기에 대해서 상기 호처리정보와 신호채널의 셀의 전송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TM교환망.

청구항 2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ATM교환기에서 제2ATM교환기로 전송되는 신호채널의 각 셀이 상기 제2ATM교환
기에서 처리하는 통상의 신호채널의 셀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ATM교환기와 상기 제2 ATM교환기가 상기 ATM교환망내에서 서로 인접한 배치관
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가 미리 지정된 ATM교환기를 상기 제2 ATM교환기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0 

여러대의 ATM교환기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망내의 제1 ATM교환기가 과부하상태에 빠졌을 때 
그후에 도착하는 새로운 신호채널의 셀을 망내의 다른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고 상기 제2 교환기가 상기 
셀을 처리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제1 교환기에서 교환동작되는 정보채널의 셀을 위한 경로제어를 실행하
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가 과부하 상태에 빠졌을 때 상기 제2 ATM교환기에 과부하발생을 통
지하고, 상기 제2 ATM교환기로부터의 응답을 받은 후 상기 새로운 신호채널의 셀을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해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는 과부하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상기 제2 ATM교환기에 대해서 그것
을 통지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신호채널의 호제어동작을 상기 제1 ATM교환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3 

여러대의 ATM교환기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적어도 1대의 특정의 교환기를 백업용 교환기로서 
지정해 두고, 상기 백업용 교환기의 호제어용 프로세서가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자교환기를 위한 본래의 호제어동작과 상기 다른 ATM교환기를 위한 제어용 셀의 처리동작을 실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4 

여러대의 ATM교환기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각 교환기가 부하상태에 따라서 선택한 망내의 다
른 어느 하나의 ATM교환기를 백업용 교환기로서 선택하고, 이 백업용 교환기에 대해서 자교환기에서 실행
할 신호채널의 제어용 셀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각 ATM교환기가 제어용 셀을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와 상기 신호처리장치에 
접속된 호제어용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지고, 상기 호제어용 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상기 신호처리
장치가 상기 백업용 교환기에 대해서 호처리정보와 신호채널의 셀의 전송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6 

ATM교환망을 구성하기 위한 ATM교환기에 있어서, 여러개의 입력포트와 출력포트를 구비하고 각 입력포트
에서 입력된 셀을 각 셀의 루팅정보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느하나의 출력포트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
치수단, 각각 쌍을 이루는 입출력 회선과 상기 입력포트와 출력포트 사이에 접속된 회선인터페이스, 상기 
스위치수단의 특정의 입출력포트에 접속된 제어용 셀을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 및 상기 신호처리 장
치에 접속된 호제어용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지고, 상기 신호처리장치는 상기 호제어용 프로세서가 특정의 
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어떤 입출력회선을 거쳐서 접속된 다른 교환기에 대해서 소정의 제어셀을 송신하
고, 상기 다른 교환기로 호처리정보와 그후에 도착한 신호채널의 셀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장치는 다른 교환기에서 송출된 특정의 제어용 셀을 수신해서 상기 어느
하나의 회선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헤더변환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38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임의의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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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교환망내의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와는 다른 ATM교환기에 상기 장해의 발생을 통지하고, 또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내의 호처리정보를 상기 다른 ATM교환기로 전송하고 또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에 
도착하는 신호채널에 셀을 상기 다른 ATM교환기로 전송하도록 설정하고, 또 상기 다른 ATM교환기의 호제
어프로세서가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제어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임의의 ATM교
환기의 신호처리를 ATM교환망내의 다른 ATM교환기가 대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39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임의의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가 과부하상태에 
빠진 경우, 상기 교환망내의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와는 다른 ATM교환에 상기 과부하상태의 발생을 통지
하고, 또 상기 과부하상태의 발생후에 상기 임의의 ATM교환기에 새로 도착하는 신호채널의 셀을 상기 다
른 ATM교환기로 전송하도록 설정하고, 또 상기 다른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가 상기 임의의 ATM교환
기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제어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임의의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의 일부를 ATM교환
망내의 다른 ATM교환기가 대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0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망내의 적어도 1대 이상의 ATM교환기를 호제어 백업
전용의 제 ATM교환기로 하고, 망내의 상기 제1 ATM교환기와는 다른 다른 제2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
에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경우, 상기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제2 ATM교환기의 신호처리
를 상기 제1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가 계속 또는 대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
망.

청구항 41 

상기 제2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의 상기 제1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한 계속 또는 대행은 청구범
위 제38항 또는 제39항에 기재된 구성으로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2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망내의 임의의 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 또
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경우, 상기 임의의 교환기가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의 발생전에 설정한 신호채널
의 접속에 의해 상기 임의의 교환기와 접속된 다른 ATM교환기가 상기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ATM
교환기의 신호처리를 계속 또는 대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3 

상기 다른 ATM교환기에 의한 상기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의 계속 또는 대
행은 청구범위 제38항 또는 제39항에 기재된 구성으로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
망.

청구항 44 

3대 이상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망내의 임의의 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장해 또
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경우, 망내에 있어서의 상기 임의의 교환기와는 다른 ATM교환기중에서 가장 부하
가 가벼운 교환기가 상기 장해 또는 과부하상태가 발생한 ATM교환기의 신호처리를 계속 또는 대행해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5 

가입자선 또는 중계선에서 자교환기에 입력되는 신호채널정보를 다른 교환기로 전송할 수 있고 또 전송지
의 다른 교환기에서 자교환기내의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교환기를 접속한 교환망에 있어서, 청
구범위 제38항, 제39항, 제40항 또는 제44항에 기재된 구성에 의해, 상기 자교환기의 신호처리를 상기 다
른 교환기에 의해 계속 또는 대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6 

여러대의 ATM교환기가 접속된 ATM교환망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망은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신호채널의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
치를 구비한 제1 ATM교환기와 회선인터페이스장치와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제2 ATM교환기로 구성되고, 
상기 제2 ATM교환기의 정보채널셀의 경로제어는 상기 제1 ATM교환기의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 또
는 신호처리장치 및 호제어장치의 양장치가 상기 제2 ATM교환기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의 헤더변환테이블
의 리라이트를 실행해서 상기 제2 ATM교환기의 정보채널셀의 경로를 설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47 

회선인터페이스장치,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호제어장치
를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ATM교환기에 있어서, 상기 ATM스위치와 신호처리장치 사이를 상기 회선인터페이
스장치 경유로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고, 상기 신호처리장치는 ITU-T권고 I.361규정의 셀을 사용해서 상기 
신호처리장치가 처리하는 정보를 송수신해서 상기 ATM교환기의 신호처리를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48 

회선인터페이스장치,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호제어장치로 구성되는 ATM교환기에 있어서, 상기 ATM
교환기는 상기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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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와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호제어장치를 회선인터페이스장치와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제1 ATM교
환기의 외부에 설치하는 구성으로 하고, 상기 호제어장치가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
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ATM교환기내의 정보채
널셀의 경로제어를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장치 또는 상기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호제어장치를 상기 ATM교환기의 셀의 처
리능력에 대응해서 여러대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기가 처리하는 프로토콜 종별마다 상기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여러대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장치 또는 호제어장치를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장치를 거쳐서 상기 ATM스위
치의 임의의 포트에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2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 회선인터페이스장치 및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제1 ATM교환기와 적어도 회선인
터페이스장치와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대의 제2 ATM교환기로 구성한 ATM교환망으로서, 상기 ATM교
환망내의 상기 여러대의 제2ATM교환기의 각각은 상기 제1ATM교환기의 호제어장치와 상기 제2 ATM교환기내
의 회선인터페이스장치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
기 제2 ATM교환기내의 정보채널셀의 경로제어를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53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
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대의 제1 ATM교환기와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
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 상기 ATM스위치에 접속되어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
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로 이루어지는 적어도 1대의 제2 ATM교
환기로 이루어지는 ATM교환망으로서, 상기 제1 ATM교환기의 각각은 상기 제2 ATM교환기에 접속되고, 상기 
제2 ATM교환기의 호제어장치와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회선인터페이스 장치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
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제1 ATM교환기 및 제2 ATM교환기로 이루어지는 
상기 ATM교환망내의 정보채널셀의 경로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54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
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개의 ATM허브,  상기 ATM허브나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 상기 ATM스위치에 접속되어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
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로 이루어지는 ATM-PBX로  이루어지는 
ATM-LAN으로서, 상기 호제어장치가 상기 ATM허브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ATM-PBX의 회선인터페이스에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ATM허브 및 ATM-PBX에 있어서의 정보채널셀의 경로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LAN.

청구항 55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
속되고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대의 ATM교환기와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로 이루
어지는 ATM교환기 또는 ATM교환망으로서,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끼리를 상기 회선인터페이스로 접속함
과 동시에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의 각각이 상기 호제어장치와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고, 상기 호제어장
치가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의 각각과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내 또는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 끼리 정보
채널셀의 경로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56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
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대의 ATM교환장치와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장치에 접
속되어 신호채널셀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
서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호제어장치로 이루어지는 ATM교환기로서, 상기 호제어장치가 상기 여러대의 ATM
교환장치의 각각과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의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ATM단말장치끼리나 ATM단말장치와 다른 ATM교환기 사이 및 ATM교환장치끼리 정보채널
셀의 경로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7 

ATM단말장치나 다른 ATM교환기와 셀을 송수신하는 여러개의 회선인터페이스 및 상기 회선인터페이스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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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셀을 교환하는 ATM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여러개의 ATM허브, 상기 ATM허브에 접속되어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장치 및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구성되
는 호제어 장치로 이루어지는 ATM교환기로서, 상기 호제어장치가 상기 ATM허브의 회선인터페이스의 헤더
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셀을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여러개의 ATM허브에 정보채
널셀의 경로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8 

헤더변환테이블이 갖는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 ATM스위치 및 제1 셀전송제어수단을구비하는 ATM교환기
로서, 상기 제1 셀전송 제어수단은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1 신호처리수단, 호제어
프로세서에 의해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1호제어수단 및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
셀을 발생하는 제1 제어셀 발생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셀전송제어수단은 제1 라인인터페이스를 거쳐
서 상기 ATM스위치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1 셀전송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라인인터페이스에 대응한 인
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인터페이스는 상기 제어셀이 원하는 라인인터페이스에 도달하도록 상기 
ATM스위치내에서의 경로를 결정하는 루트정보를 상기 제어셀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셀전송 제어수단은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2 신호처리
수단 및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을 발생하는 제2 제어셀 발생수단을 또 포함하고, 상
기 제2 신호처리 수단은 제2 라인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상기 ATM스위치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2 신호처
리  수단은  상기  제2  라인인터페이스에  대응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라인인터페이스는 상기 제어셀이 원하는 라인인터페이스에 도달하도록 상기 
ATM스위치내에서의 경로를 결정하는 루트정보를 상기 제어셀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신호처리수단은 각각 다른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ATM교환기.

청구항 63 

제58항에 있어서,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2신호처리수단, 호제어프로세서의 의해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2 호제어수단 및 상기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을 발생
하는 제2 제어셀 발생수단을 포함하는 제2 셀전송 제어수단을 적어도 1개 상기 ATM교환기의 외부에 구비
하고, 상기 제2 셀전송제어수단은 제2 라인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상기 ATM스위치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2 셀전송 제어수단은 상기 제2 라인인터페이스에 대응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TM교환기.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라인인터페이스는 상기 제어셀이 원하는 라인인터페이스에 도달하도록 상기 
ATM스위치내에서의 경로를 결정하는 루트정보를 상기 제어셀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5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기는 상기 ATM교환기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상기 제2 셀전송 제어수단을 여
러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셀전송 제어수단은 각각 다른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7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셀전송 제어수단은 셀전송라인을 거쳐서 상기 ATM교환기의 외부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기.

청구항 68 

헤더변환테이블을 갖는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 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
는 신호처리수단,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해 레이어 3의 처리를 실행하는 호제어수단 및 헤더변환테이블의 
리라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을 발생하는 제어셀 발생수단을 적어도 갖는 여러개의 ATM교환기를 구비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망은 제1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기 이
상의 발생을 제2 ATM교환기에 통지하는 수단,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호제어 정보를 상기 제2 ATM교환기
로 전송하는 수단, 상기 제1 ATM교환기의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을 상기 제1 ATM교

53-24

1019950046669



환기로 작성한 제어셀에 의해 리라이트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이상발생후 상기 제1 ATM교환기에 도착하
는 신호채널의 셀을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제1 ATM교환기의 여러개의 라인인터페
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을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작성한 제어셀에 의해 리라이트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를 상기 제2 ATM교환기에 의해 형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발생을 통지하는 수단은 이상발생전에 설정한 신호채널의 접속에 의해 상
기 제1 ATM교환기에 접속된 제2 ATM교환기를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70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발생을 통지하는 수단은 상기 ATM교환망내에서 가장 부하가 가벼운 제2 
ATM교환기를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71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망은 호제어백업 전용으로서 마련된 제2 ATM교환기를 구비하고, 상기 이상
의 발생을 통지하는 수단은 상기 이상발생시에 상기 제2 ATM교환기를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72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대의 ATM교환기는 청구범위 제58항의 ATM교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TM교환망.

청구항 73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호제어정보를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는 수단은 상기 호
제어정보의 일부를 선택해서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
환망.

청구항 74 

헤더변환테이블을 갖는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수단,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해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호제어수단 및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
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을 발생하는 제어셀 발생수단을 적어도 구비하는 ATM교환기와 헤더변환테이블을 갖
는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 및 ATM스위치를 갖는 적어도 1개의 ATM스위치 수단을 포함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망내의 정보채널의 경로는 상기 ATM교환기에서 작성된 상기 제어셀에 의해 상기 ATM
교환기와 ATM스위치 수단의 상기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이트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채널의 경로는 상기 ATM스위치 수단사이 및 상기 ATM교환기와 상기 ATM스위치 
수단사이의 경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ATM교환기는 청구범위 제58항의 ATM교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
환망.

청구항 77 

헤더변환테이블을 갖는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 ATM스위치, 신호채널의 레이어 2이하의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처리수단,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해 레이어3의 처리를 실행하는 호제어수단 및 헤더변환테이블을 리라
이트하기 위한 제어셀을 발생하는 제어셀 발생수단을 적어도 갖는 여러대의 ATM교환기를 구비하는 ATM교
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 방법으로서, 제1 ATM교환기의 호제어프로세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기 이
상의 발생을 제2 ATM교환기에 통지하는 스텝,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호제어 정보를 상기 제2 ATM교환기
로 전송하는 스텝, 상기 이상발생후, 상기 제1 ATM교환기에 도착하는 신호채널의 셀을 상기 제2 ATM교환
기로 전송하도록, 상기 제1 ATM교환기의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내의 헤더변환테이블을 상기 제1 ATM교
환기로 작성한 제어셀에 의해서 리라이트하는 스텝 및 상기 제1 ATM교환기의 여러개의 라인인터페이스내
의 헤더변환테이블을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작성한 제어셀에 의해 리라이트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정보채널의 셀의 경로제어를 상기 제2 ATM교환기의 상기 호제어프로세서에 의해 실행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발생을 통지하는 스텝은 이상발생전에 설정한 신호채널의 접속에 의해 상
기 제1 ATM교환기에 접속된 제2 ATM교환기에 통지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발생을 통지하는 스텝은 상기 ATM교환망내에서 가장 부하가 가벼운 제2 
ATM교환기에 통지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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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0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발생을 통지하는 스텝은 상기 ATM교환망내에서 호제어백업 전용으로서 마
련된 제2 ATM교환기에 통지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청구항 81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ATM교환기내의 호제어정보를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는 스텝은 상기 호
제어 정보의 일부를 선택해서 상기 제2 ATM교환기로 전송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교
환망에 있어서의 신호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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