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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 an access scenario to the Korean 

standard time service systems and those of world major 

cities was designed in the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time-announcing service systems. Elements of the 

system structure as well as statistics and user 

management were proposed as the main topics for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 system was 

realized for world time announcing service by dialing 

116.

L 서 론

최後 시각 정보 기기 및 정보통신 기기의 폭발적인 증 

가에 따른 세계 시각 서니스 보급의 필요성 및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116 서비스에 세계 주요도시의 현재 시각 

안내 서비스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의 날씨와 온도, 

여행 싱보 및 항공 시간표 안내, 원격지 시간에 따른 시간 

예약 및 경고호츈을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다 

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았다.

二러므로 위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116 진화시보 이 

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는 차우】에서 

단순한 착신호만 접속하는 수준에서 옴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음성싱也를 다중 처리할 수 있는 ARS 서비스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른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苫 및 방대한 정보를 서비스 하기 위한 유지 관리용 소 

¥드웨어의 새발과 사용자가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시나리오 개발욜 통한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 

다. 二리고 세게 시보를 서비스 할 겅우 이용자에게 초레되 

느:- 불편사항인 많은 국가나 도시명 중에서 서비스 받고 싶 

•R- 지억의 코드를 입력해야 할 경우 각 국가 또는 도시명 

의 一2三른 암기하는 것이 블가능히•니는 문제점은 ARS 시 

템이 각 沖가(도시)의 코『를 서니△ 이용자에게 안내음 

성 정보를 송출함으로서 가능하디［고러나 이러한 ARS 서 

비스 체계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안내음성 시간의 증대로 

인한 서비스 사용할 때의 이용시간증가와 사용자의 불편을 

초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 

의 표주시각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고 안내 음성 시 

간의 증대로 인한 서비스 사용시간의 증가를 최소한으星 

줄이기 위하여 ARS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사용자 

가 보다 빠른 시간안에 편리하게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의 

표주시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 주요도 

시 및 국가에 대한 발신 통화 건수, 해외 이민에 따른 가족 

및 친지들의 통화를 고려한 이민 분포 등의 데이더를 분석 

하여 100여개의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서 

비스 이용자들의 국내 시보 및 세계 시보 서비스识의 접근 

을 보다 편리하고, I빠른 시간안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사 

용자 접근 시나리오 및 이에 해당하는 멘트를 제안하였다.

또한, 세계 시벼一 서비스를 위한 ARS 스펙 작성 및 통게 

처리를 위한 화년을 구성하여 116 세계 시각 표주 서비스 

를 V현하였9며, 시보에 대한 신뢰성을 펑가하기 위하여 

구형 시보장치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보 장치의 표주시 

에 대한 시각차를 분석하였匸卜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기존의 시보- 吁성도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사용자 접 

e 시나리오를 세안하고, 116 세계 시보 서비스를 실치한 

후의 시보 구성 도를 기 술하였다. 4장에서 는 116 세 계시보 

서비스에 대한 통게 분석을 위한 화면구성을 5장에서는 시 

가 유지 성능분석을 하여 시보 서비스에 대한 시각의 정확 

성 유지를 검증하였고 결론을 내렸다

2. 세계 주요도시 및 국가의 표준시보 

서비스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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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자 접근 시나리오

116호가 도착하면 기존의 국내 시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시 비스를 바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1빈 

은 가•내 시각, 2빈 은- 세 계 주요兄 시 .汪주 시긱- 안내, 3번 은 

卫三버 호 등 이 용방법안내 메*〒-导 실 싱해 기 존의 116 沖네 

시보 이용사늘은 1E을 누름으로서 각내 시가 시비스 

를 받을 -r 있고, 2번을 누］5 세게 시각 서비左 두틴으识 

8새 지역이 먼!트 돨 수 있도록 하였으，겨, 3번을 누H면 1번 

-은 卫顼一안내와 小한을 누TE 이용방법 안내를 할 수 있도 

록 하있디-. 王느一안내는 二림의 2번 베牌에시와 같이 5：시대 

로 8개의 시역중에서 원하는 국사나 51시가 속해 있는 지 

역 을 선댁 하면 이 에 해 당하는 국가나 도시 에 대 한 코드一 번 

호룐 메트할 个 있도룩 하였다. 己느一번호의 〒성은 다음놔 

같다 예름들년 아시아 지역의 네팔은 二L 림의 ［번 메뉴에서 

세 계주요亨一시 시 사 서 비스一에 해당하口一识 2반, 2번의 X새 지 

역중 아시아에 해당하口一 로 I버, 二리고 3번의 아시아 지이 

중 0빈에 해당함一色로 ()번으로 코드번호는 이들 번호의 조 

합인 :시()번이 된다. 이 와 같은 방식 으모 코三번 호를 너 버링 

함으로서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壬「萼가나 도시를 1번 네讦 

에서 바工 3자들 个름으로 다른 안내 메트없이 바丈 섭淫 

할 수 있匸 k 亶미고 이용방법안내는 W 세게 시보 시비左를 

이용하는 방법이 멘트되고, 이용방법 안내가 끝나면 국내시 

가 서비스村 1번을 세계 시각 서비스는 2번을 선택하여 서 

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8개 지역에 대한 곡가나 도시의 

너버링은 세 1안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시역을 刃다시억2记 

처리해서 ()번을 누름으로서 나머지 지역이 멘뜨뇔 수 있두 

목 한것에 비 해, 본 수싱 안에시 K 시 차가 같은 叫가나 旧시 

를 붉어서 1버에서 ()번까지诅 넘버링함으记서 멘트시산욮 

단축하고, 시무함을 널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리卫 사용 

자가 신 수记 잘못 누■二거 나 匸卜 시 늗기 를 우「학때 를 위 하여 

병建를 子름으로시 메뉴의 바记 신단가I료 가」，一, 우呆성자를 

孑「■녀 서비스 루딘의 맨 처음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2.2 세계 표준시보 서비스 시스텀 시보망 

구성

二림 24? 세게시각 안내용 ARS 장비 실치 이신 시보장 

치 H성도이나. 시내지역의 경우 시노장치 실치 신화*인 

대신버호-안내국과 대신신화곡, 서대신선화각사에 사 1 T1 

씩 님•딛 교환방식으로 회선을 Y 성하이 하우】가 M 환기와 

연길도］어 있다. KD/4는 T1 디시털 산호를 아나모." 형태 

'A 회신 patch 하渣 역할을 하二 신호빈한용 킨비더이비, 

싱합징•치의 흐「할。KD/4오｝ 1 : 1 & 언걸하여 4X히순］(2'「1) 

을 수용하고 시준의 시보상치의 시보음싱윽 숭개 하였다. 

시외지억(중난,북)의 청오 시보음싱으 번-배증苦 한 卒 7! 

지으，신호】•讨으고 시외진용선을 통하이 신송뇌는: 二림이나.

「工빔 3에서는 ARS 시△템 실치 후의 二림으고 기존의 

난방향 务신방식에시 양방향 통신 방시 으고- 임 단 가입 자의 

互사 지 속이 되년 선댁안내 베 讦기 舍즐되미, 乃입 자b 안 

내 벤乓에 띠 다 Ln'MF 脊으 누름。日 시 수신뇌 步-의 一-」匚 

값에 따라 해낭지익 시카시니-入기- 이甲어진나. 대신 시익이 

시빋서비；스인 。간川모 선나의 세게시기- 안내상지 사용자를 

위 하이 시외 지역에 서 도 지 역번호를 午机. 후 11(沖［음 선 내 

힘으一三서 지숙되 W룩 干성되앗1다. 접속회신은 시내지억가 

시*시역 사용사용으弟 시사 2 E1 씩-% 싶치하있。一비, 시古 

난국장치로부터 AKS 장치에 직집 E1 회선을 E1/R2 방식 

으况 접속하였나. 기존의 시보장치는 시외지역 사용자 신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

116 AKS 시스템 실치에 따른 세부석 새랴도를 느｝다넨 

싯으立 시스템은 대신 신화번호안내국 2층에 실치했9며, 

시人一템에는 口림에 보이시늣이 시각교성장치인 (：SL)-53()() 

이 2대 가 설치되어 하나의 시가M징 장치 ：가 디우되이 R 디• 

r' 한 개가 好자한 수 있#록 이중화 되어 시스터!의 안싱 

성을 기하였다. +한 시가 교성장치 CSD 530()은 매일 한 

苛표声과학인卄원으王 사농으记 다이얼링을 통한 시각데이 

티 를 PSTN읖 통해 입 력받아 M 싱함 수 있도록 되 어 있匸L 

116 ARS 시스템에는 경보장치가 remote로 연결되어 있어 

시△템에 이 상이 발생 했을 때 경 보음과 舌시 에 지 색 성버 

등이 커져 우용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王록 되어 있 

乂 통게닫만기른 실치해 동에 뿐만이 아닌 여러 우용관리 

에 핑요한 징보를 얻을 수 있어 논!리 자가 편리 하세 시스팀 

을 우용할 수 있다. 二一리고 시스템과 외부 H환기오｝■의 연설 

은 二.리에서오卜 같이 E1/R2의 진송방식을 통해 연결되어 있 

나'

2.3 ARS 시스템 모듈별 세부구성

시스템의 세부실장윤 二■립 4에서와 같이 신우！, 시가丑싱 

상치, 주 프记세서 등이 이수화 되어 있어 시스템에 이상이 

바생되어 한쪽이 다운 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같은 기능 

음 할 令 있고, 벼一― 辺후!시에도 시비스를 다우시키지 않卫 

시 비 -人 할 r 있어 시스팀 의 안싱 싱 이 있다.

3. 통계처리를 위한 화면 구성

세세 洋요一누一시 一汪준시사 서비仝룬 위한 통세 기능으로 

"- 胡세 드레凹 盲게와 운용동게 기능으诅 나* 中 있다.

忡 동게上 兵링 二L 룹별, 채넌볌, PIM ¥트뼐 및 

시 병, 이 별, 주불】, 월 별一路 출력 이 가능하나. 旦링三七 二룹별 

各계村 종시노호, 유-효시*호를 준려홀F 수 있다. PIM 포트 

볌 통게上 안내호, 유효호, 총이용시산, 유효호 펑 긴- 이용시 

산 扑을 춘러할 수 있다.

苻용농- 게 기旨E 시•스 턷! 의 긱- 듸一듈 별识 싱-태 름 감 시 히- 

卫 电고하土 시느을 가시며, 장애발생시 이상 상태胃 우용 

자에』신속하세 신달 한 수 있W록 가시 • 가■청 성 보늪- 시 

및 이바 겅버，기「분하여 발생하고「주시 徉용난마 

이 화甲 닛 프린디에 메시지拦 축력한다.

辑】 閏 일 병 方一통 이, 잎별 서 비스 통계, 시별 互통게, 

시벽 시叫生『세. 포一뜨별 호통게, 시비人별 이용힌항, 드렁 

以비 체닌이유인황을 노이주는 화버-。一记 우용자사 시간을 

이只하면 이에 해낭하上 잎볅 호, 시비一人 통세 밋 시변 瓦 

시川一'、M 게기- display 뇌込 날짜와 Pim no.이 리함。.話 

서 이에 대한 포巨병 호罟게를 안이•놀 수 있다.

/.리 6은 시비一人 一2工, 서니.入 皿 이용긴수, 이요율윽 

이 务율에 내 한 上-위国 丄display 하시 위 한 회-벼 이 디 . 사-皆 

사- 베讦에시 刃仆으 입겨히고. 圣회버튼을 詰릭하电 위하 

■ 시비土 볌 이옹 힌횡 미 一스匸点 확인한 수 있-L 이片 농 

헤 이하子 脣게导 시 시*目 알아볼 个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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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유지 성능 분석 5.결론

4.1 시각측정 방법

신화시보 장치의 시각 측정 방법은 二1림 9와 그림 10에 

서와 같이 5MHz 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범과 시보 장치의 1 

초 신호를 시간간격 계수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에 표준시계가 측정의 기준으로서 반느시 필요하다.

1. 주파수 측정법

주파수 측정법은 ”〉 1Hz 인 경우에 측정하는 방 

범으고 reference clock으로 gate 신호를 만들고 network 

clock frequency의 주파수 (f“) 를 측정 하는 방범 이다.

여기에서 y 二 으%空 이고

J s

E)= CS ] 이다，

2. 시간간격 계수법

시간간격 계수법은 network clock 으로 시간간격 계수 

기를 start 하고 reference 시ock 으로 stop하여 두 신호의 

위상변화 (A@)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虹电) , A7' 、
y = —6— = it ()

L 
( _ )2 2

□ V(T)= 財/財3 I 을 계산함으로서 측 

성이 가능하匸

4.2 시각측정 결과 분석

개발한 시보장치의 시각측정은 앞서 측정한 동일한 기 

준시간간걱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시보장치의 표준시에 대 

한 시각차를 표본시간 2초료 측정한 결과는 二2림 7에 보여 

진다. 표준시에 농기한 직후에 측정한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250 us 이내로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 

서 시가 유지는 으F 3ms의 정확도로 시각이 표준시로 동기 

되다고 놀 수 있다. 二러나 116 시보 이용자의 위치에서는 

약 2ms의 통신선로 지연을 추가하여 표준시와 5ms 이내의 

싱확도로 시 각을 서 비스 받을 수 있다. 二리 고, 수십 us의 

산헐직 흔들림은 음성 합성 의 S/W 및 H/W 의 영 향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측징결과를 분석하면 기존 시보장치는 표준시에 대 

해 20ms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상대 주파수는 2x1() 7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발한 시보장치는 

务기시킨 직후 拄준시에 대한 시각차가 1ms 이내이고 상 

대 주파수는 6x1() K 이내로 성능이 구형 116 시보 장치 

의 旺주시각에 대한 20ms - 40ms 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톤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의 K 

준시각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고. 안내 음성 시간의 

증대로 인한 서비스 사용시간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ARS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빠른 시간안에 편리하게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 주요도시 및 국가에 대 

한 발신 통화 건수, 해외여행의 증가에 따른 해외 주요 관 

광지, 해외 이민에 따른 가족 및 친지들의 통화를 고려한 

이민 분포 등의 데이터를 조사"/분석하여 100여개의 서비스 

를 제공할 세계 주요국가 및 도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국내 시보 및 세계 시보 서 

비스로의 접근을 보다 편리하고, 빠른 시간안에 서비스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손쉽고, 거부감이 없이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용방법을 모弓는 사용자를 위해 이 

용정보안내 및 이용을 많이 하는 사용자를 위해 hot-key를 

두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 시나리오 및 

이에 해당하는 벤트를 제우｝하였고, 세계 시보 서비스를 위 

한 시각 계산 알고리줌을 제안 하였다.

또한, 116 세계시보 서비스를 위한 망 구성 및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통계처리 및 운용자관리 등을 위한 

화변구성을 제안하여, 116 세계 시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그리고 시보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보장치와의 표준시에 대한 시각차이를 측성하므로서 성 

능이 향상되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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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세계 표준시보 시나리오 호흠도

그림 4. 116 ARS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 5. 통계기눙의 구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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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Z 세계 시각안내 장치용 ARS 설치전 116 시보 안내

구성 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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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별 이용현황의 구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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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세계 표준시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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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발한 시보장치의 시각 유지 축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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