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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

요약

본 발명의 광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는 광 CATV 시스템에서 일반 전화
기능을 간단히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별도의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광 CATV 시스템의 가입자 선로와 연결하여 일반 전화의 기능
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광 CATV  시스템(30)과 연결되어 가입자 신호를 처리하는 CEIB-10(13,14)과 상기 
CEIB-10(13,14)의 신호를 중계하는 ECCA(12)와 상기 ECCA(12)와 PC(40)를 연결하여 TDX-10의 ASIP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CEIB-10(13,14)과 TD 버스 통신을 하며 일반 전화기능의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PPHA(23)와, 
클럭신호를 공급하는 CCGB(21)와,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PBU(11,22)를 구비하고, 데이타 베이스를 초기화
하고 버스를 선택하며 CEIB-10(13,14)을 초기화한 후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메뉴를 작동하여 입력되는 
메뉴를 판단하며,  ECCA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ECCA 루프 백을 시험하며, 루프 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는 CEIB-10 루프백을 시험하며, 일반 시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시험루틴을 수행하며, 후크상태의 
선택시 가입자의 후크상태를 감지하며, 기록의 선택시 라인번호를 리드하고 제어 데이타를 리드한 후 제
어 데이타를 해당 라인번호에 기록하며, 종료의 선택시 시험동작을 종료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 b도는 본 발명의 시험장치의 전면 및 배면 구성을 보인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시험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3a∼f도는 본 발명의 시험방법을 보인 신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CEBB-10                         11, 22 : PBU

12 : ECCA                               13, 14 : CEIB-10

20 : PPBB                                21 : CC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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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PPHA                               30 : 광 CATV 시스템

40 : P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 케이블 텔레비젼(CAble TeleVision : 이하, CATV라고 약칭함) 시스템에서 별도의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전화기능을 간단히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 CATV 시스템은 B채널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를 서비스하고 있고, 이 일반전화의 기능을 시
험할 경우에는 종래에는 별도로 교환망의 가입자 선로를 할당받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전화기능을 확인 및 테스트하는 데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별도의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광 CATV 시스템의 가입자 선로와 연결하여 일반 전화
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를 제공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의 (a)(b)는 본 발명의 시험장치의 전면 및 배면 구성을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험장치의 전면 좌측에는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PBU(Power Board Unit)(11), 신호의 중계를 수행
하는 ECCA(Extended Common Control board Assembly)(12)와, 광 CATV 시스템과 연결되어 가입자 신호를 
처리하는 CEIB-10(CEpt Interface Board-10)(13)(14)이 설치되고, 전면 우측에는 클럭신호를 발생하여 각 
부위에 공급하는 CCGB(Ceib Clock Generator Board)(21)와,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PBU(22)와, 
PPHA(Peripheral Processor Hardware board Assembly)(23)가 설치되며, 배면에는 상기PBU(11), ECCA(12) 
및  CEIB-10(13)(14)이 장착되는 CEBB-10(CEpt Back Board-10)(10)과, CCGB(21), PBU(22) 및 PPHA(23)이 
장착되는 PPBB(Periphral Processor Back Board)(20)가 설치된다.

그리고 제2도는 본 발명의 시험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CATV 시스템
(30)과  연결되어  가입자  신호를  처리하는  CEIB-10(13,14)와,  상기  CEIB-10(13,14)의  신호를  중계하는 
ECCA(12)와, 상기 ECCA(12)와 PC(Personal Computer)(40)를 연결하는 PPHA(23)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시험장치는 가입자 신호를 처리하는 CEIB-10(13,14)이 교환기에 제공받는 
4MHz  및  8MHz의  기본  클럭신호를 제공하고,  전화망의 음성신호가 통과하는 4개의  서브 하이웨이(sub-
highway)를 제공하게 된다.

ECCA(12)는 CEPT-10(13,14)과 PPHA(23)의 사이에 연결되어 중계기 역할을 수행하고, PPHA(23)는 TDX-10의 
ASIP(Analog Subscriber Interface Processor)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본 발명의 시험방법을 수행하는 소
정의 프로그램이 로딩되며,  CEIB-10(13,14)과 TD 버스 통신을 하며, 일반 전화기능의 제어동작을 수행한
다.

또한 클럭신호를 공급하는  CCGB(21)는, 클럭 발생부, FS(Frame Synchrono us) 발생부 및 PCM 송·수신 
데이타 연결부를 구비하여 클럭 발생부는 ECCA(12)에 2.048 MHz 및 4.096MHz의 클럭신호를 공급하고, FS 
발생부는 4.096MHz의 클럭신호에서 8KHz의 FS를 발생하여 ECCA(12)에 공급하며, PCM 송·수신데이타 연결
부는 송·수신 PCM 차동 데이타(differential data)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시험방법은 제3도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00)에서 각종 데이타 베이스를 초기
화하고,  단계(101)에서  본  발명의  지그와  디바이스간의  버스를  선택하며,  단계(102)에서 CEIB-
10(13,14)을  초기화한 후  단계(103)에서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단계(104)에서  메뉴를 작동하여 단계
(105∼110)에서 입력되는 메뉴를 판단한다.

이때, 단계(105)에서 ECCA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11)에서 ECCA 루프백 시험루틴을 시행하고, 단계
(106)에서  루프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12)에서   CEIB-10  루프백  시험루틴을  수행하며, 단계
(107)에서 일반 시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13)에서 일반 시험루틴을 수행하며, 단계(108)에서 후
크상태의 선택시 단계(114)에서 가입자 후크상태 감지루틴을 수행하며, 단계(109)에서 종료의 선택시 단
계(115)에서 시험동작을 종료하며, 단계(110)에서 기록의 선택시 단계(116)에서 라인번호를 리드하고, 단
계(117)에서 제어 데이타를 리드한 후 단계(118)에서 제어 데이타를 해당 라인번호에 기록한 후 단계
(105)로 복귀한다.

단계(111)의 ECCA 루프 백 시험루틴은 제3도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20)에서 루프 백 시험모드
를 세트하고, 단계(121)에서 데이타를 기록하며, 단계(122)에서 데이타를 리드하여 단걔(123)에서 기록 
및 리드한 데이타를 비교하며, 단계(124)에서 시험이 완료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단계(121)부터 반복 수행하고, 완료시 단계(125)에서 비교 결과 데이타를 출력한다.

단계(112)의 CEIB-10 루프백 시험루틴은 제3도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30)에서 CEIB-10 또는 라
인 번호를 리드하고, 단계(131)에서 카운트 데이타를 얻을 때까지 대기하며, 단계(132)에서 루프 백 시험
모드를 세트한 후 단계(133)에서 데이타를 기록하며, 단계(134)에서 데이타를 리드하여 단계(135)에서 기
록 및 리드한 데이타를 비교하며, 단계(136)에서 시험이 완료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에 단계(132)부터 반복 수행하고, 완료시 단계(137)에서 시험한 비교 결과 데이타를 출력한다.

단계(113)의 일반 시험루틴은 제3도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40)에서 메뉴를 표시하고, 단계(141
∼146)에서 선택되는 메뉴를 판단한다.

단계(141)에서 '1'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47)에서 디지탈 루프 백시험을 수행하고, 단계(142)에서 
'2'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48)에서 일반 데이타를 출력하며, 단계(143)에서 '3'을 선택하였을 경
우에는 단계(149)에서 라인 번호를 변경하며, 단계(144)에서 '4'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50)에서 
링신호 송출루틴을 수행하며, 단계(145)에서 'P'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51)에서 통화로를 연결하
며,단계(146)에서 'Q'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계(152)에서 메인 메뉴로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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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계(150)의 링신호 송출루틴은 제3도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61)에서 시험할 라인 번
호를 세팅하고, 단계(162)에서 해당 라인번호로 링신호를 송출하며, 단꼐(163)에서 시험이 완료되었는지
를 판단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단계(161)부터 반복 수행하고, 시험의 완료시 종료한다.

단계(144)의 가입자 후크상태 감지루틴은 제3도의 (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71)에서 각 라인의 후크
상태를 리드하고, 단계(172)에서 리드한 후크상태를 출력하며, 단계(173)에서 시험이 완료되었는 지를 판
단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단계(171)부터 반복수행하고, 시험의 완료시 종료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의 교환기를 이용하지 않고, 광 CATV 시스템의 
B 채널의 일반전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베이스를 초기화하고 버스를 선택하며 CEIB-10(13,14)을 초기화한 후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메뉴
를 작동하여 입력되는 메뉴를 판단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서 ECCA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ECCA 
루프 백을 시험하는 ECCA 루프 백 시험루틴을 수행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서 루프 백을 선택하였
을 경우에는 CEIB-10 루프백을 시험하는 CEIB-10 루프백 시험루틴을 수행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
서 일반 시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시험루틴을 수행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서 후크상태의 
선택시 가입자의 후크상태를 감지하는 가입자 후크상태 감지루틴을 수행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
서 기록의 선택시 라인번호를 리드하고 제어 데이타를 리드한 후 제어 데이타를 해당 라인번호에 기록하
는 제6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서 종료의 선택시 시험동작을 종료하는 제7과정으로 제어됨을 특징으로 하
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2과정의 ECCA 루프 백 시험루틴은, 루프 백 시험모드를 세트하는 제1단계와, 데이타를 
기록하고 이를 리드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에서 기록 및 리드한 데이타를 비교하는 제3단계와, 시
험이 완료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완료시까지 상기 제2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4단계와, 시험의 완료시 
상기 제3단계의 비교 결과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5단계로 제어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
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3과정의 CEIB-10 루프백 시험루틴은,  CEIB-10 또는 라인 번호를 리드하고 카운트 데
이타를 얻을 때까지 대기하는 제11단계와, 루프백 시험모드를 세트한 후 데이타를 기록하고 데이타를 리
드하는 제12단계와, 상기 제12단계에서 기록 및 리드한 데이타를 비교하는 제13단계와, 시험이 완료되었
는 지를 판단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제12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14단계와, 시험의 완료시 
시험한 비교 결과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5단계로 제어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
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4과정의 일반 시험루틴은, 메뉴를 표시하고 선택되는 메뉴를 판단하는 제21단계와, 상
기 제21단계에서 '1'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디지탈 루프 백시험을 수행하는 제22단계와, 상기 제21단계에
서 '2'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일반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23단계와, 상기 제21단계에서 '3'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라인 번호를 변경하는 제24단계와, 상기 제21단계에서 '4'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링신호 송출루틴
을 수행하는 제25단계와, 상기 제21단계에서 'P'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통화로를 연결하는 제26단계와, 
상기 제21단계에서 'Q'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메인 메뉴로 리턴하는 제27단계로 제어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25단계의 링신호 송출루틴은, 시험할 라인 번호를 세팅하고, 해당 라인번호로 링신호
를 송출하며, 시험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완료될 때까지 시험할 라인 번호를 세팅동작부터 반복 수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5과정의 가입자 후크상태 감지루틴은, 각 라인의 후크상태를 리드하고, 리드한 후크상
태를 출력하며, 시험이 완료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완료될 때까지 각 라인의 후크상태를 리드하는 동작부
터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방법.

청구항 7 

광 CATV 시스템(30)과 연결되어 가입자 신호를 처리하는 CEIB-10(13,14)와 상기 CEIB-10(13,14)의 신호를 
중계하는 ECCA(12)와, 상기  ECCA(12)와 PC(40)를 연결하여 TDX-10의 ASIP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CEIB-
10(13,14)과 TD 버스 통신을 하며 일반 전화기능의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PPHA(23)와, 클럭신호를 공급하
는 CCGB(21)와,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PBU(11,22)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CCGB(21)는, ECCA(12)에 2.048MHz 및 4.096MHz의 클럭신호를 공급하는 클럭 발생부와, 
4.096MHz의 클럭신호에서 8KHz의 FS를 발생하여 ECCA(12)에 공급하는 FS 발생부와, 송·수신 PCM 차동 데
이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PCM 송·수신 데이타 연결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케이블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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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일반전화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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