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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장치 내부의 연동망에 분산되어 있는 통신처리 망정합장치들 간의 연동을 통한 통신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망

정합장치들이 접속하고 있는 서비스망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은, 통신처리장치 내부 연동 망인 이더넷 망의 멀티캐

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이더넷 망을 통하여 연동하는 통신처리 망정합장치들 간의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에 있어서, 각 망

정합장치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대상 장치들과 송신방법을 정의하는 초기화단계와, 망정합장치의 메시지 송신측은 주기적

인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송신하고, 각 망정합장치의 수신측은 메시지를 송신한 장치들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시간을 주

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메시지 송신측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메시지송신단계, 및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서비스망 정보를 관리데이터에 복사하는 데이터 복사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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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처리장치와 통신처리 서비스망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망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처리 망정합장치의 초기화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망 정보상태 관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서비스망 정보 송신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서비스망 정보 수신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입자 망에 접속한 정보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망들에 접속된 정보 제공자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서비스 연동 게이트웨이인 통신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장치 내부의 연동망에 분산되

어 있는 통신처리 망정합장치들 간의 연동을 통한 통신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망정합장치들이 접속하고 있는 서비스망

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교환방법을 통하여 통신처리장치에 다양하게 접속하고 있는 가입자망과 서비스망들의 연동이 용이해진다.

기존의 통신처리장치 및 통상적인 연동 게이트웨이에서는 내부의 연동망을 중심으로 접속해 있는 망정합장치들을 구성할

때 구성 위치와 그들의 능력 및 정보를 미리 설정해 놓는다. 이러한 방법은 망정합장치들의 추가, 제거 혹은 교환시에 재구

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서비스 지원이 어렵게 된다. 결국 정보 이용자들의 수의 변동, 정보 제공자들의 용량 증설, 서

비스의 분산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 연동 게이트웨이인 통신처리장치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의 변동, 서비스 분산 등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이용자들의 특성, 서비스 선호도 및 제공 서비스 유형에 무관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신처리 능력의 향상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장치를 구성할 때 부가적인 구성 요소들에 의하여 구조나 기능에 변경이 필요없는 동적인

서비스망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처리 망

정합장치들이 적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접속하고 있는 망 유형에 관한 정보와, 통신중인 이용

자들의 통신 채널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확장 및 축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은, 각각의 망정합장치들이 외

부 서비스망과 통신처리장치를 정합하고, 내부 이더넷 망의 멀티캐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망정합장치들 상호간에 연동하는

통합처리장치에서, 상기 망정합장치의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에 있어서,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의 노드 정보와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등

록하는 제1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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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의 이더넷 주소를 등록하고 서비스망 정보 송수신을 위한 송,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

넷 주소를 등록하는 제2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의 상태 및 상기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

하는 제3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서비스망 정보 송신이 요청되면,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는 송신 이더넷 프레임을 생성하여 상기 이더넷 망에 접속된 타 망정합장치들에게 전송하는 제4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이더넷 망에 접속된 타 망정합장치로부터 타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수신

이더넷 프레임이 수신되면, 상기 수신 이더넷 프레임으로부터 타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제5단

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1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신처리장치 구성도이다. 통신처리장치는, 서비스망들을 접속하기 위하여 패킷망정합장치

(111), 근거리망정합장치(112), 프레임릴레이망정합장치(113) 등의 서비스망정합장치를 구비하고, 가입자망들을 접속하

기 위하여 전화망정합장치(115), ISDN망정합정치(114) 등의 가입자망정합장치를 구비하며, 운용관리를 위하여 운용관리

장치(120)와 접속된 운용관리망정합장치(116)를 구비한다. 이들 망정합장치들(111∼116)은 내부연동망(117)인 이더넷

망을 통하여 이종망들을 연동한다. 각각의 망정합장치들에는 각각 패킷망(130), 근거리망(140), 프레임릴레이망(150),

ISDN(160), 전화망(170) 등이 접속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망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메시지들은 이더넷

망의 특정 장치들에게 송신할 수 있는 멀티캐스트 기능을 활용한다. 서비스망정보 메시지는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에 있는

착신 이더넷 주소 필드를 이더넷의 멀티캐스트 체계와 일치하도록 설정한다(착신 이더넷 주소 필드의 8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고 하위 23 bits를 멀티캐스트 주소로 사용)하고, 이더넷 망으로 전달하면 이더넷 망에 접속하고 있는 해당 멀티캐

스트 수신 가능 노드들이 수신하게 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는 송신측과 메시지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각각 발신 노드 주소 필드와 메시지 길이 필드를 두고 있다. 노드 주소는 장치들이 속하는 그룹식별자와 그룹내에서 장치

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식별자, 그리고 어떤 서비스망과 접속되어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접속망식별자로 구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처리망정합장치의 초기화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망정합장치들이 구동

되면 자신의 노드 주소를 등록하는데(S301), 이 노드 주소에는 그룹식별자, 장치식별자, 및 접속망식별자가 포함된다. 그

리고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들을 확인하여 접속사업자의 수와 각 사업자별 사업자 번호, 사업자별 가용채널수를 등록한

(S302) 다음, 할당채널 수를 0으로 초기화 한다(S303). 여기에서 할당채널 수는 통신처리를 통한 이용자들을 위한 통신

채널이 설정될 때마다 증가하고 해제될 때마다 감소한다.

다음, 자신이 가입자망정합장치인지 서비스망정합장치인 지를 판단한다(S304). 이는 통신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가입자망

의 정보이용자들이 서비스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망정합장치에서 서비스망정합장치들에 설정된 채널 용량들을 알

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보의 교환은 항상 서비스망정합장치로부터 가입자 망정합장치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경우로 운용관리 망정합장치는 운용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망정합장치는 물론 서비스망정합장치들과 서비스망 정

보를 주고 받는다. 따라서 가입자망정합장치는 운용관리망정합장치와 서비스망정합장치로부터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관리망정합장치로만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서비스망정합장치는 운용관리망정합장치

와 가입자망정합장치로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운용관리망정합장치로만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송신대상으로 설정한다.

망정합장치의 종류에 따라 송신용 멀티캐스트 주소 MSA와 수신용 멀티캐스트 주소 MRA를 설정하는데, 가입자 망정합장

치는 MSA를 Mu, MRA를 Mp와 Mo로 설정하고(S305), 서비스망정합장치는 MSA를 Mp로, MRA를 Mo로 설정하며

(S306), 운용관리 망정합장치는 MSA를 Mo로, MRA를 Mp와 Mu로 설정한다(S307).

또한, 이더넷망을 통하여 통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더넷 주소를 등록하며(S308),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등록하고(S309), 서비스망정보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

소들을 등록한다(S310). 이러한 환경 설정이 완료되면,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 수신 프로세스를 구동하고(S311), 서비스망

정보 상태 관리 프로세스를 구동시킴으로써(S312) 초기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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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망 정보상태 관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우선 자신의 서비스망 정보를 알리

기 위해 이미 설정된 송신방법으로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 송신을 요구한다(S401). 그리고 망정합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송신 장치 확인 타이머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한 메시지 송신

타이머를 설정한다(S402).

이와 같은 설정이 완료되면 이벤트 발생을 대기한다(S403). 메시지 송신 타이머 종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미 설정된 송

신 방법으로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 송신을 요구하며(S404), 메시지 송신 타이머를 재설정하고(S405), 그리고 다시 이벤트

를 대기한다(S403).

메시지 송신장치 확인 타이머 종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리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접속 사업자별 정보들을 확인한다

(S406). 접속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관리데이타에 있는 접속사업자에 관한 메시지가 수신된 시간과 현재의 시간

차를 계산한다(S407). 이 시간차가 이 타이머값보다 작으면 관리데이타에 있는 해당 접속사업자의 기록을 삭제하며

(S409),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는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망정합장치가 제거되었거나 혹

은 오동작 상태로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다시 다음 접속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S410). 접속 사업자에 대한 확인할

정보가 더 이상 없으면(S406), 메시지 송신 장치 확인 타이머를 재설정하고(S411), 다시 이벤트를 대기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서비스망 정보 송신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서비스망 정보의 송신이 요구되면,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

를 포함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고, 서비스망 정보를 기록한다(S501). 이때 기록되는 내용들은 송신측 노드의 주소와 메

시지 길이를 기록하고, 메시지 식별자를 서비스망정보식별자로 설정하며, 접속 사업자의 수와 각 사업자 별 번호, 가용채

널 수, 할당 채널 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더넷 프레임의 발신 이더넷 주소 필드에 자신의 이더넷 주소를 기록하고(S502),

이더넷 프레임의 착신 이더넷 주소 필드에 송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인 MSA를 기록한다(S503). 이렇게 완성된 이더

넷 프레임을 송신하므로써(S504) 송신은 완료된다.

도 6는 본 발명의 서비스망 정보 수신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수신 절차가 구동되면 멀티캐스트 이더넷 프레임의 수신

을 대기한다(S601). 이더넷 프레임이 수신되면(S601), 프레임 헤더의 발신 이더넷 주소 필드를 비교한다(S602). 이때 등

록한 수신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인 MRA중 하나와 같으면(S603), 수신된 이더넷 프레임으로부터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

를 추출한다(S604). 그렇지 않으면 본 발명의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다. 추출된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에 정보 식별자가 존

재하면(S605), 추출된 서비스망 정보 메시지로부터 사업자 수를 확인하고, 각 사업자별 번호, 가용채널 수, 할당 채널수를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로 복사하며, 이때의 수신 시간을 기록한다(S606). 그리고 다시 이더넷 프레임의 수신 대기에 들어

간다. 이때에 복사된 정보는 망정합장치간의 통신 채널들이 설정하는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 이러한 복사에 의해서 새로이

추가되거나 혹은 교체되는 망정합장치들에 대한 서비스망 정보를 항상 갱신하게 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려

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양한 이종망들을 접속하는 통신처리장치의 동적인 구성이 용이해 진다. 그리고 이용자별

통신채널의 설정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확장, 이용자나 정보제공자의 요구 사항

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기능해진다. 또한 장치 내부의 균등한 자원 사용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분산 구조에 의한 서비스

지원이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망정합장치들이 외부 서비스망과 통신처리장치를 정합하고, 내부 이더넷 망의 멀티캐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망정합

장치들 상호간에 연동하는 통합처리장치에서, 상기 망정합장치의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40893

- 4 -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의 노드 정보와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등

록하는 제1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의 이더넷 주소를 등록하고 서비스망 정보 송수신을 위한 송,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

넷 주소를 등록하는 제2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의 상태 및 상기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

하는 제3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서비스망 정보 송신이 요청되면,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는 송신 이더넷 프레임을 생성하여 상기 이더넷 망에 접속된 타 망정합장치들에게 전송하는 제4단계와;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이더넷 망에 접속된 타 망정합장치로부터 타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수신

이더넷 프레임이 수신되면, 상기 수신 이더넷 프레임으로부터 타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제5단

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망정합장치의 노드 정보는 그룹식별자와 장치식별자와 접속망식별자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상기 접속 사업자의

수와 각 접속 사업자별 사업자 번호 및 가용 채널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망정합장치가 가입자망정합장치이면, 상기 송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운용관리망정합장치로 설정하고, 상기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운용관리망정합장치와 서비스망정합장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

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망정합장치가 서비스망정합장치이면, 상기 송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운용관리망정합장치와 가입자망정합장

치로 설정하고, 상기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운용관리망정합장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

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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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망정합장치가 운용관리망정합장치이면, 상기 송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가입자망정합장치와 서비스망정합장

치로 설정하고, 상기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를 가입자망정합장치와 서비스망정합장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망에게 정보요청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면서 이벤트 발생을 대기

하며, 상기 서비스망의 접속 사업자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

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상기 송신 이더넷 프레임은 송신 망정합장치의 노드 주소, 메시지 길이, 메시지 식별자, 상기 망정합장치가 연결된 서비스

망의 접속 사업자 수와 각 접속 사업자별 사업자번호, 가용채널수, 할당채널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

을 위한 서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망정합장치는 상기 수신 이더넷 프레임의 발신 이더넷 주소가 상기 제2단계에서 등록된 수신용 멀티캐스트 이더넷

주소에 포함되면, 상기 수신 이더넷 프레임으로부터 타 접속 사업자 수와 사업자별 사업자번호와 가용채널수와 할당채널

수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타 서비스망 및 접속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망 연동을 위한 서

비스망 정보 교환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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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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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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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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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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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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