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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에서 장애 상태의 경보 소스를 취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과 하

드웨어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각 제어 장치가 가능한 자신의 제어 아래에 있는 자원

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으로 경보 소스를 취합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으로 취합 불가능

한 일부 하드웨어 장애 경보는 각각의 제어 장치가 직접 처리하며 하드웨어 경보 수집은 가능한 최소화

하였다

 

본 고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장애 경보의 장애소스를 주기적으

로 감시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감지된 장애에 대한 장애 발생 위치 및 장애 내용을 출력

 

장애 메시지

로 운용자에게 알려주며

 

아울러 그래픽 표현 기능을 이용한 가시장애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가청장애로

장애표시를 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는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논하였다

 

서 론

교환기의 경보 처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과 하드웨어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

여 사용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스

템에서는 교환시스템내의각하드웨어블록

제어장치가가능한자신의제어아래있는자원에

대하여각하드웨어의탈장 기능 전원장애를각

각의 제어 장치가 직접 처리하여 유지보수 제어

계에 의해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

에 보고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를

처리한다

하드웨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유

지보수 제어계로 장애 메시지를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장치에서 장애가 발생될 경우나 프

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시 상위 유지보수

제어계와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이 두절되어 시스

템 운용시 장애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시스

템 운용시 일관성이 있고 정확한 시스템 경보 상

태를파악하기위하여최소한의경보수집장치와

경보 케이블을 구성하여 경보 신호를 상위 유지

보수 제어계로 전달하여 경보 메시지를 출력해줌

으로써 운용자로 하여금 시스템 유지보수를 편리

하게 한다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경보 처리 시스템

본고에서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에의한방

법으로 수집된 장애 경보의 장애소스를 주기적으

로감시하여장애가발생한경우감지된장애에대

한 장애 발생 위치 및 장애 내용을 출력 장애 메

시지로운용자에게알려주며 아울러그래픽표현

기능을이용한가시장애 멀티미디어를사용한가

청장애로 장애표시를 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를 용

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는 교환기의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논하였다

 

경보 종류 및 경보 취합 원칙

경보 종류

각 하드웨어 장치에서 발생하는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탈장 경보

■ 기능 장애 경보

는자신이상위로보고할수있는기능장

애경보이고 는기능장애로인하여상위

로 보고할 수 없는 기능 장애 경보이다

■ 전원 장애 경보

는 리던던시 개념의 전원장치 장애

발생경보이고 는디바이스 전원공급에

심각한 장애 발생 경보이다

■ 이중화 장애 경보

경보 취합 원칙

교환기에서경보취합은다음원칙에따

른다

■ 장애검출및경보취합은서브시스템단위로

수행되고 각서브시스템의가입자제어모듈

은 시스템총괄 유지보수기능을 수행하는 시

스템 유지보수 제어 모듈로 보고하거나 시스

템 유지보수 제어 모듈이 취합한다

■ 가입자 교환서브 시스템의가입자 제어모듈

은자신에속한장치들에대한경보상태를프

로세서간 상호통신 메시지로중앙 교환서브

시스템의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 모듈에 전송

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프로세서간상호통

신메시지로전송할수없는경우 스위치네트

워크블록 셀다중 역다중화블록 가입자 제

어 블록 이중화 장애 발생시 는 직접 하드웨

어 경보 신호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시

스템유지보수제어모듈로전달하고 중앙교

환 서브시스템의 시스템유지보수 제어모듈

은 각 서브 시스템으로부터 하드웨어 경보를

취합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를 한다

■ 각 하드웨어는

탈장과 다수 개의 기능 장애 경보

를 전원장치는 탈장 및 전원 고장 경보를 제

공한다

■ 각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경보 소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듈의 경보 취합 기능을 갖는 컨

트롤러 를 내장하고 있는 프로세서간 상

호 통신을 수행 할 수 있는 에서 취합하

여 가입자 제어 모듈 및 시스템 유지보수 제

어 모듈로 보고한다

■ 원칙적으로 각 하드웨어로부터 취합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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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각 모듈의 컨트롤러에 의해 프로세서

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에 보고한다

■ 하나의 로 구성된 모듈이 다수 개 실

장 예 가입자정합모듈 될경우상호간에탈

장및기능이상경보를수집보고한다 단 자

신이 보고할 수 있는 경보는 직접 상위에 보

고한다

■ 이중화 된 장치는 평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 상태를 취합 보고한다

평면이 절체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

여 평면 절체된 경우 새로이 된 평면에

서 평면 절체되었음을 보고하는 동시에 이전

평면의 장애 상태를 함께 보고한다

■ 프로세서간상호 통신 메시지로취합할 수없

는장애경보 예 이중화장치

프로세서간상호통신경로장애 는

가입자제어 모듈과시스템유지보수 제어모

듈의제어아래에있는경보취합장치에서취

합한다

■ 직접 경보 취합장치로 취합되는 경보소스는

각 하드웨어 장치의 백 보드 단위로 모아 하

나의 케이블로 전달한다

■ 케이블 탈장 인지는별도의탈장 신호를사용

하기보다는 가능한한 각 디바이스에서기능

장애로 감지하여 판단한다 단 별도의 탈장

신호를 사용하여 케이블 탈장을 감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 소스측에서 감지한

다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취합

할 수 없는 장애 경보 수집

■ 단일 컨트롤러 구성 장치

컨트롤러는자신에속한모든 의탈장및

기능 장애 경보를 취합하여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에 전달한다 컨트롤러 탈

장 컨트롤러 기능 장애 경보 발

생시 프로세서간상호 통신메시지로 상위 통

신이 불가능하므로경보 취합장치로 두개의

하드웨어 경보 소스를 전달한다

■ 다수 컨트롤러 구성 장치

각 상호간탈장경보와기능장애경보를

감지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에

전달한다 모든 탈장 모든

기능장애 경보발생시프로세서간상

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경보 취합 장치로 두 개의 하드웨어 경보 소

스를 전달한다

■ 이중화 컨트롤러 프로세서 구성 장치

측에서 이중화 장치의 컨트롤러 탈

장 컨트롤러 기능 장애 를 취합

하여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

에 보고한다 이중화 장치의 탈장 및 기능 장

애 전원장치의 기능 장애 경보 발생시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상위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경보취합 장치로세 개의하드

웨어 경보 소스를 전달한다

■ 랙 냉각 팬 장치

랙 냉각 팬 장치는

기능 장애 기능 장애를 랙 단위로

세 개의하드웨어 경보소스를 수집하여경보

취합 장치로 전달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
스템

교환시스템은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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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환 시스템 구성도

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두 개의 서브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각 블록에서 발생한 각종 장애

는 자신이 속한 서브 시스템의 유지보수 제어계

로 보고되거나 감지되며 유지보수 제어계는 수

집된 장애 정보들을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시

스템유지보수제어계로보고한다 시스템유지보

수제어계는시스템전체적인각종장애메시지를

출력하여운용자로하여금시스템고장및상태를

관리한다

교환 시스템 구조

교환 시스템의 구성도가 그림 에 나

타나 있듯이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과 중앙 교

 가입자 제어
모듈

 중계선 정합
모듈

 저속 가입자
정합 모듈

 중속 가입자
정합 모듈

광대역 가입자
정합 모듈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모듈

중앙중앙중앙중앙 교환교환교환교환 서브서브서브서브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교환교환교환교환 서브서브서브서브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622Mbps

155Mbps

2Mbps

45Mbps

155Mbps

 가입자 제어
모듈

중계선 정합
모듈

저속 가입자
정합 모듈

중속 가입자
정합 모듈

광대역 가입자
정합 모듈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모듈

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교환교환교환교환 서브서브서브서브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622Mbps
155Mbps

2Mbps

45Mbps

155Mbps

중 앙
스위치

네트워크

모듈

n

0

STM-1

DS3

DS1E

STM-1
STM-4

STM-1

DS3

DS1E

STM-1
STM-4

 시스템 유지
보수 제어 모듈

망동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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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지보수 체계도

환 서브 시스템의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가입자 정합 기능을 수

행하는 광대역 가입자 정합 모듈

가입자 정합 기능을 갖는 중속 가입자 정합 모듈

가입자 정합 기능을 갖는 저속 가

입자 정합 모듈 및

정합과원격가입자모듈과의정합기능을

수행하는 중계선 정합 모듈 가입자 교환 서브 시

스템내에서모든신호방식처리 경로설정및접

속처리 관련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입자 제어

모듈 셀을 기본 단위로 전송하는 자기 루팅 스위

치로서일대일접속뿐만아니라가입자제어모듈

의 제어를 받아 다중 접속이 가능하며 또한 가입

자 교환 서브 시스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사

이의 정합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모듈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스위치네트워크로서단일경로로구성된자기루

팅 스위치이며 시스템 내의 다중 접속 처리를 위

하여 발신측 가입자 제어 모듈 제어 하에 다중 접

속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가입자 교환 서브 시

스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사이의 정합을 위

한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모듈 가입자스위치네트워크모듈 가입자및중

계선 정합 모듈 그리고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모

듈에각종타이밍신호를공급해주는기능을수행

하는망동기모듈 중앙교환서브시스템내의유

지보수기능과시스템차원의유지보수기능을수

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 모듈로 구성된다

유지보수 체계

그림 에서는각블록에대한장애관리기능

을수행하는유지보수체계도로서 의기

망동기 블록
제어 장치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 장치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 장치

  중계선 정합
 블록 제어 장치

  저속 가입자
 블록 제어 장치

 광대역 가입자
 블록 제어 장치

  중속 가입자
 블록 제어 장치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계

가입자 제어 블록 유지보수 제어계

중앙중앙중앙중앙 교환교환교환교환 서브서브서브서브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교환교환교환교환 서브서브서브서브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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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속도가입자블록의탈장 기능장애처리를수

행하는 광대역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 의

중속 가입자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

하는중속가입자블록제어장치 저속가

입자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하는 저

속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 및

가입자 정합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하는 중계선 정합 블록 제어장

치 셀을 기본 단위로 전송하는 자기 루팅 스위치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하는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장치

등은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각 제어장치

제어 아래 있는 블록의 장애 상태를 가입자 제어

블록 내에 존재하는 유지보수 제어계로 프로세서

간상호통신메시지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유지보수 제어계에 수집된 장애 정보는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계

로 통보되고 상기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계에 의

해 장애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리고 시스템 유지

보수 제어계는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스위치

네트워크로서 단일 경로로 구성된 자기 루팅 스

위치 기능과 시스템 내의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

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사이의 정합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블

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하는 중앙 스위

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 장치와 망동기와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는 망동기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처리를 수행하는 망동기 블록 제어 장치의 장애

정보를 프로세서간상호통신 메시지로 직접 전달

하여 장애 메시지를 출력한다

시스템유지보수제어계는각종제어장치에대

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장 상태를 관리하여 운

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를 편리

하게 할 수 있다

장애 처리 흐름

교환시스템에서의제어장치간의통신은

기본적으로 스위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

므로 모든 내부 메시지는 셀화 되어 전달된다

따라서 모든 제어장치들은

비동기 전달 모드 계층 및

비동기 전달 모드

적응 계층 계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제어계와 제어장치 간의 통신 메시지 크기

는 한 셀 단위로 구성되며 한 셀 이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위 응용 소프트웨어와 제어장치의 훰

웨어간에정의된별도의프로토콜에의해처리한

다

장애처리흐름은 그림 와 그림 에나타

나있듯이 교환시스템이초기화되면 상위

레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서와 각 하드

웨어 블록을 구성하는 장치를 제어하는 블록 제

어 장치 상호간에 접속된 영구적인 가상 채널을

사용하여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을 수행하여 정

보 교환을 위한 통로를 구성한다 이어서 각 제어

장치는 자기 테스트 에 의하거나 자신이

속한 상위 프로세서의 제어 아래 상태 관리 및 정

상상태확인을위한시험을수행한다 이때 각제

어 장치가 정상 상태라면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장애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제어 장치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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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애 처리 흐름도

불가능하므로 장애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교환시스템은가입자교환서브시스템

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므로 장애

검출은각서브시스템별로수행된다 즉 장애검

출 서브 시스템을 판단하여 가입자 교환 서브 시

스템이면 광대역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에서

의 기본 속도 가입자 블록의 탈장 기능 장

애를 감시하고 중속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에서

의중속가입자블록의탈장 기능장애를

감시하여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장치

에서 셀을 기본 단위로 전송하는 자기 루팅 스위

치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를 감

시한다 또한 저속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에서

저속가입자블록의탈장 기능장애를감시

하고 중계선 정합 블록 제어장치에서

및 가입자 정합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

의 탈장 기능 장애를 감시한다

상기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에서 장애 검출

과정이 수행되어 검출된 장애 정보 등은 가입자

 시스템 초기화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로 구성

각 제어장치 상태관리 및 정상상태 확인시험

장애 검출
서브시스템

장애 정보 수집보고

  장애 정보 통보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광대역 가입자
블록 장애 감시

 중속 가입자
블록 장애 감시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장애 감시

 저속 가입자
블록 장애 감시

중계선 정합
블록 장애 감시

시작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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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애 처리 흐름도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각 제어장치 제어 아래 있

는블록의장애정보를수집하여프로세서간상호

통신메시지로유지보수제어계로보고하며 유지

보수 제어계는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시스

템 유지보수 제어계로 장애 정보를 통보한다

반면 장애 검출 서브 시스템이 중앙 교환 서

브 시스템이면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제어

장치에서 스위치 네트워크로서 단일 경로로 구성

된 자기 루팅 스위치 기능과 시스템내의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사이

의 정합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중앙 스

위치 네트워크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를 감시하

고 망동기 블록 제어 장치에서 망동기와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는 망동기 블록의 탈장 기능 장애

를 감시한 후 검출된 장애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

세서간상호통신메시지로시스템유지보수제어

계로 직접 보고한다

이와같이시스템유지보수제어계는가입자교

환서브시스템의각블록제어장치에서통보된장

애 정보와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각 블록 제어

장애 정보
반복적으로 출력

 장애 메시지 출력 억제

아니오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장애 감시

  망동기 블록 장애 감시

장애 정보 수집보고

시스템의 모든 장애
정보 취합

장애 메시지 출력

장애 정보 변경 상태
상태 테이블에 반영

A

B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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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장애정보를취합하여시스템의모든장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전체의 제어장치에

대한장애처리를종합적으로처리하는시스템유

지보수제어계는장애발생으로인한장애정보가

접수되었을때 변경 상태를 상태 테이블에 반영시

키고 장애 정보가 일정 시간내에 반복적으로 출

력되는지를판단하여일정시간내중복출력인경

우 메시지 출력을 억제시키며 중복이 아닌 경우

에는 장애 메시지를 출력시켜 준다 이때 장애에

대한장애발생위치및장애내용을출력장애메

시지로 운용자에게 알린다

 

하드웨어에 의한 경보 처리 시스
템

교환시스템의 경보 취합 장치는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에 각

각 하나씩 실장된다 경보 취합 장치에서는 개

의 비트 버퍼를 사용하여 최대 개의 하드웨

어경보소스를 비트단위로취합하여상태를판

별한다

경보 취합 장치에서는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

템과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으로부터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시지로 취합할 수 없는 장애 경보를

취합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장치로 보고한다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장치는 경보 메시지를 출력

하여 운용자로 하여금 시스템 고장 및 상태를 관

리한다

경보 처리 체계

가입자 중계선 정합 제어장치는 광대역 가입

자블록제어장치 중속가입자블록제어장치 저

속 가입자 블록 제어장치 중계선 정합 블록 제어

장치 등의 각 제어장치 상호간 탈장 경보와 기능

장애 경보를 감지하여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메

시지로 상위 통신이 불가능한 하드웨어 경보소스

를 경보 케이블을 이용하여 경보 취합 장치로 전

달된다

경보취합장치에서는경보소스를 비트단위

로 취합하여 상태를 판독한 후 직렬 통신 버스를

통하여가입자교환서브시스템의유지보수기능

을 수행하는 가입자 제어장치로 경보소스를 송신

한다 가입자제어장치에수집된경보소스는프로

세서간상호통신메시지의셀단위로셀다중 역

다중화 제어장치에서 다중화 하여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을 경유하여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으로전송된다 중앙스위치네트워크블록으

로부터오는다중화된셀을셀다중 역다중화블

록에서 분리되어 시스템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

는시스템유지보수제어장치로장애경보가보고

된다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제어장치에 대

한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하드웨어

경보처리 전달은 그림 에서 보듯이 경보 취

합 장치 가입자 제어 블록 셀 다중 역다중화

블록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블록 중앙 스위

치네트워크블록 셀다중 역다중화블록 시스

템 유지보수 제어장치 경로 ① ② ③ ④

⑤ ⑥ 으로 보고된다 상기 이중화로 구성된 제

어장치에서는 경보 취합 장치가 하드웨어 경보소

스를 취합하여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입자

제어장치와 직렬 통신 버스를 통하여 전달된 후

프로세서간상호통신메시지로장애경보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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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보처리 구성도

하기 때문에 경보 전달 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하

드웨어 블록에서 하나라도 장애가 발생되면 경보

처리전달경로를통하여시스템유지보수제어장

치로 장애 경보를 보고할 수 없다

경보처리전달경로에서이중화제어장치로구

성되어 있는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제어장치

셀 다중 역다중화 제어장치 그리고 가입자 제어

장치의 이중화 장치 탈장 및 기능 장애 전원장치

의 기능 장애가 발생되면 각 제어장치의 하드웨

어 경보소스를 경보 취합 장치가

레벨로취합하여각제어장치별

로 하나의 하드웨어 경보소스를 발생시켜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에 있는 경보 취합 장치로 하

드웨어 경보소스를 경보 케이블을 통하여 전달한

다 ⑦ 이어서 경보 취합 장치는 직렬 통신 버스

로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장치로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경로장애경보를보고한다 ⑧ 그리고가입

자 교환 서브 시스템의 경보 취합 장치가 장애 발

생시 경보 취합 장치가 관장하고 있는 가입자 교

환서브시스템의프로세서간상호통신이불가능

한 하드웨어 경보는 무시되며 경보 처리 전달 경

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장

치로 통보된다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에 있는 이중화 제어장

치로구성되어있는중앙스위치네트워크제어장

치 셀다중 역다중화제어장치 그리고망동기제

어장치의 이중화 장치 탈장 및 기능 장애 전원장

치의기능장애가발생되면각제어장치의하드웨

어 경보소스를 경보 취합 장치가 레벨로 취

합하여 직렬 통신 버스로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

장치로 장애 경보를 직접 전달한다 이어서 시스

템 유지보수 제어장치는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이

④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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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중계선정합 제어장치

경보 취합장치

①

②

③

가입자 스위치 네트워크 제어장치

셀다중/역다중화 제어장치

가입자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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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취합장치

중앙 스위치 네트워크
제어장치

망동기

제어장치

⑤

⑥

셀다중/역다중화 제어장치

⑧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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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시 경보처리 구성도

불가능한 하드웨어 장애 경보소스를 감지하여 경

보 내용을 출력 운용자가 시스템의 하드웨어 이

상 여부를 판단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경보 취합 장치

가 장애 발생시 경보 취합 장치가 관장하고 있는

중앙교환서브시스템의프로세서간상호통신이

불가능한하드웨어경보와가입자교환서브시스

템에서 오는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 경

보는 무시되며 경보 취합 장치가 직접 시스템 유

지보수 제어장치로 보고한다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시 경

보 처리

그림 는프로세서간상호통신경로장애시

경보 처리 구성도로서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의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 경보소스는

스위치 네트워크 제어장치 장애 셀 다중 역다중

화 제어장치 장애 가입자 제어장치 장애 그리고

교환기 랙 냉각 팬 장치의 하드웨어 경보소

스를 경보 취합 장치가 레벨로 취합하여 각

제어장치 별로 한 개의 하드웨어 경보소스를 발

생시켜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에 있는 경보 취합

장치로 경보 케이블을 이용하여 경보 신호를 직

접 전송한다 또한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경보

취합 장치는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 내의 프로세

서간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하드웨어 경보와 다

른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의 경보 취합 장치에

서 수집된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 경로 장애 경보

소스도 취합한다 이와같이 중앙 교환 서브 시스

템의 경보 취합 장치는 수집된 하드웨어 경보소

스를 직렬 통신 버스를 이용하여 시스템 유지보

수 제어계로 보고되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한다

 

결 론

교환시스템의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각 블록에서 발생된 장애정보는 제어장치에 의하

여 장애 메시지가 셀로 된 내부 통신 메시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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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취 합
장 치

경 보
취 합
장 치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계

스위치 네트워크 제어장치 장애

셀다중/역다중화 제어장치 장애

가입자 제어장치 장애

랙 냉각 팬 장치 장애

다른 가입자 교환 서브 시스템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경보 처리 시스템

달되어 유지보수 제어계를 경유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제어계로 통보한다 그리고 중앙 교환 서브

시스템의 각 블록에서 발생된 장애정보는 제어장

치가 장애 메시지 셀을 직접 시스템 유지보수 제

어계로 통보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제어계에 의해

장애 메시지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

으로 장애를 처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리할 뿐

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경 및 확장성이 용이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다

교환시스템에서 상위 유지보수 제어계

와 프로세서간 상호 통신이 두절되어 시스템 운

용시 장애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경보 취합 장치와 경보 케이블을 구성한 하드웨

어에 의한 경보처리 보고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경보상태를정확히파악하여시스템운용

관리에 편의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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