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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화 통신 게이트웨이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회로망을 패킷망에 접속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시스템은 패킷 스위치 패브
릭, 회로망 서버, 패킷망 서버 및 신호 처리 서버를 포함한다. 회로망 서버는 회로망에 의해서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
고 수신할 수 있으며, 또한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회로망 서버는 패
킷 적응을 제공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갖는다. 패킷망 서버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
신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패킷망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신호 처리 서버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패킷 기반 신호 상에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갖는다.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패킷망 서버, 상기 신호 처리 서버 및 상기 회로망 서버 사
이에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화 통신 게이트웨이, 패킷망, 회로망, 패킷 스위치 패브릭, 반향 제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회로망 및 패킷망을 접속시키는 게이트웨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는, 회로 교환 기술이 전세계의 전기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전화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의 팽창으로 패킷 기반 기술의 사용이 촉발되고 있다. 패킷 기반 기술은 이들 전기 통신 네트워크 
및 전화 시스템에 회로 교환 기술의 대안으로 또는 그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패킷 기반 통신 기술 및 회로 기반 
통신 기술을 함께 사용할 때는, 회로망과 패킷망간에 신호를 변환하여 라우팅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브리지가 
필요하다. 회로망에 상호 접속되어 있는 전화 통신 게이트웨이는 표준 기반의 시분할 다중화된(TDM) 트렁크(T1, T3, 
E1, 등등) 및 표준 기반의 시그널링 메카니즘(예를 들면, 시그널링 시스템 7(Signaling System 7)이나 채널 관련 시
그널링(channel associated signal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 회로망의 일례로는 가입자들에 종래의 공중 전화 서비
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 POTS)를 제공하는 전화 시스템이 있다. 게이트웨이는 각종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100BaseT, T3, OC3c, OC12c)를 거쳐 인터넷 프로토콜(IP), 프레임 릴레이 및 비동기 전송 모드(ATM) 
등의 표준 기반 패킷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망에 상호접속될 수도 있다. 패킷망의 일례로는 인터넷이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의 전화통신 게이트웨이(10)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게이트웨이 구성은 TDM 버스나 시간-슬롯
-교환(Time-Slot-Interchange) 등의 회로 스위치 패프릭(circuit switch fabric, 12)을 사용하여 회로망(14)과 
패킷망(16)간의 내부 스위칭을 제공한다. 선(15)으로 나타낸 회로-회로간 통화는 회로 스위치 패브릭(12)를 사용하
여 회로망 서버(18)들간에 스위칭된다. 선(17)으로 나타낸 회로-패킷간 통화는 이 동일 회로 스위치 패브릭(12)를 
사용하여 회로망 서버(18)과 패킷망 서버(19)간에 스위칭된다. 패킷 적응(packet adaptation)이라고 알려져 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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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데이터 - 패킷 데이터간의 변환은 패킷 망 서버(19)에서 행해지며, 이것은 반향 제거(echo cancellation) 및 트랜
스코딩을 위해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도시안됨)를 포함한다. 그러나, 회로 스위치 패브릭(12)은 서버 카드들 사이에
서 패킷을 이동시키기 위해 게이트웨이의 전반적인 적응성(flexibility)을 제한한다.
    

    
도 2는 다른 종래 기술의 전화 게이트웨이(20)의 구성을 도시한다. 적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게이트웨이 구
조는 패킷망 서버(22)로부터 신호 처리 기능을 분리시켜 이 기능을 신호 처리 서버(21)에 둔다. 또한, 패킷 스위치 패
브릭(23)은 어떤 신호 처리 서버(21)로부터 어떤 패킷망 서버(22)로 접속할 수 있게 한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23)은 
임의 패킷 버스 또는 집중형 스위칭 모듈 등의 여러가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도 1의 게이트
웨이 구조에서와 같이, 회로-회로간 통화가 선(24)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회로 스위치 패브릭(12)을 통해 스위칭된다. 
회로- 패킷간 통화가 선(25)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신호 처리를 행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DS
P)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서버(21)로 회로 스위치 패브릭(26)에 의해 스위칭된다. 신호 처리 서버(21)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23)을 사용하여 처리된 정보를 패킷망 서버(22) 및 통화 동안 선택된 관련 패킷망 인터페이스로 처리된 정보
를 이동시킨다. 각 서버에 부여된 각각의 신호 처리 기능은 통화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DSP-기반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별개의 통화는 별개의 처리 서버에 존재하는 처리 복잡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23)의 적응성은 도 1의 구조를 향상시키는 한편, 도 2의 구조는 하나는 회로이고 하나는 
패킷이라는 두개의 별개의 독자적인 스위치 패브릭에서 오는 비용 및 복잡성의 부담을 갖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패킷망과 회로망을 접속시키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패킷 스
위치 패브릭, 회로망 서버, 패킷망 서버 및 신호 처리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회로망 서버는 회로망에 의해 회로 기반 신
호(circuit-based signal)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또한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 패킷 기판 신호(packet-b
ased signal)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도 있다. 회로망 서버는 패킷 적응을 제공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갖는다. 패
킷망 서버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패킷망에 의해 패킷 기판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신호 처리 서버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패킷 기반 신호 상에서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갖는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패킷망 서버, 신
호 처리 서버 및 회로망 서버 사이에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회로망 서버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또한 반향 제거를 수행할 수도 있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회로망 서버는 부가적인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호 처리 이전에 패킷 
기반 신호 상에서 수행되는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에 의해 패킷 적응이 회로 기반 신호 상에
서 수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신호 처리 서버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트랜스코딩을 수행하고, 부가적으로 반향 제
거를 수행할 수도 있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스위칭 모듈, 패킷 버스, 또는 셀 버스일 수 있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결합되고 게이트웨이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 서버(managem
ent server)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관련 실시예에서, 회로망 서버는 회로망과 인터페이스하는 라인 인터페이
스 유닛 및 프레이머(framer) 및 패킷 버스와 인터페이스하고 패킷 버스로 패킷 기반 신호를 분배하는 패킷 버스 인터
페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는 패킷들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에 결합된 멀티플
렉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발명의 다른 관련된 실시예에서, 신호 처리 서버는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패킷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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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도면과 관련하여 고려된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다음 설명동안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전화 통신 게이트웨이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2는 다른 종래 기술의 전화 통신 게이트웨이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회로망과 패킷망을 접속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회로망 서버 소자들의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서버 소자들의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킷망 서버 소자들의 블럭도.

    실시예

    
여기서 사용된 단어 " 패킷(packet)" 은 헤더를 가진 데이터 블럭을 정의한다. 용어 패킷은 셀들을 포함한다. 패킷 헤
더는 전형적으로 소스 및 목적지 어드레스(destination address) 또는 접속 식별기(connection identifier) 등의 정
보를 포함한다. 헤더는 패킷망을 통해 패킷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 " 패킷 스위치 패브릭" 
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디바이스 간의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어떤 디바이스로 언급된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는, 제한되지 않고, 패킷 버스, 스위칭 모듈, 셀 버스, 크로스바 스위치, 공간 분할 스위치 또는 신호 라우터일 수 
있다. 용어 " 멀티플렉서(multiplexer)" 는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또는 멀티플렉싱 및 디멀티플렉싱의 양자 모두
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로 언급될 것이다. " 트랜스코딩(transcoding)" 이라는 용어는 한 코딩 상태에서 다른 
코딩 상태로 신호를 변환하는 처리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비압축 신호가 GSM 부호화 신호를 형성하는 GS
M 오디오 압축 기술을 통해 트랜스코딩될 수 있다. ADPCM, LD-CELP, CELP, LPC10, CELP G.711, G.722, G.72
3.1, G.726, G.728, 및 G.729는 신호가 트랜스코드화될 수 있는 코딩 상태의 몇가지 예이다. " 회로 기반 신호" 라는 
용어는 디지털 정보를 포함하는 시분할 다중화된 경로 내의 데이터 스트림을 일컫는 말이다. " 패킷 기반 신호" 라는 용
어는 패킷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일컫는 것으로, 패킷은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 " 패킷 적응" 이라는 용어는 샘
플들로 구성된 회로 기반 디지털 신호를 세그먼트하고, 헤더를 추가함으로써 세그먼트로부터 패킷을 생성하는 처리과정
을 일컫는 말이다. 패킷 적응은 또한 패킷으로부터 헤더 정보를 제거하고, 패킷을 리어셈블(reassemble)하여, 회로 기
반 디지털 신호를 다시 생성하는 처리과정도 일컫는 말이다. 패킷 적응은 타임 스탬핑 프로세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후 특정 용도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및 범용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모두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DSP)로 언급
될 것이다. " 포트(port)" 라는 용어는 임의의 입력 또는 출력을 말하는 것이다. 한 포트는 다수의 입력 및 다수의 출력
을 포함할 수 있다. "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gateway signal processing)" 라는 용어는 트랜스코딩, 반향 제거, 사일
런스 검출, 적절한 잡음 발생, 톤 검출 및 발생, 및 FAX 및 모뎀 릴레이와 같은 게이트웨이 상에서 수행된 신호 처리를 
일컫는 말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패킷 스위치 패브릭를 사용하여 회로망을 패킷망과 접속시키는 게이트웨이(30)를 
도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회로 - 회로간 접속(37), 회로 - 패킷간 접속 및 패킷 - 회로간 접속(38), 및 패킷 - 패
킷간 접속(39)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도 3의 시스템은 다수의 회로망 서버(33) 및 다수의 패킷망 서버(36) 및 최소한 하나의 신
호 처리 서버(35)로 구성되고, 이들은 모두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결합되어 있다. 각 서버는 집적 회로와 다른 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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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 설계되고, 모듈 리셉터 보드 내로 삽입하기 위해 개별 집적 회로 카드 또는 모듈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카드들
은 함께 결합되어, 패킷망 서버(36)와 신호 처리 서버(35)를 하나의 모듈 내로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상이한 모듈을 
형성할 수 있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은 단일 스위치, 라우터, 또는 인터페이스 회로를 갖는 패킷 버스의 형태를 가
질 때 모듈로서 실현될 수도 있다.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회로망(14)으로부터 회로 기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회로망 서버(33)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회로망 서버(33)의 각각은 회로 기반 신호에 대해 패킷 적응을 수행하여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한다. 
또한, 반향 제거(echo cancellation)와 같은 추가적인 신호 처리 기능들이 회로망 서버에 포함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
시예에서, 다중 DSPs는 각각의 DSP가 신호처리만, 패킷 적응만 또는 패킷 적응 및 신호 처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회로망 서버(33)상에 위치될 수 있다.
    

    
회로망 서버(33)가 펄스 코드 변조(PCM) 샘플과 같이 도달하는 회로 기반 신호를 패킷으로 변환할 때, PCM 샘플에 
반향 제거를 실행할 필요가 있거나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로망 서버(33)내에서, 패킷을 형성하기 위해 PCM 샘
플들을 축적하는데 관련된 추가 지연 시간은 결과적으로 현저한 반향에 의해 가입자가 감지할 수 있는 퇴화된 음성 품
질을 초래한다. 이것과 함께 다른 모든 신호 처리 기능들이 게이트웨이내의 프로세서 제어 소프트웨어와 통신하는 범용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또는 주문형 집적 회로와 같은 특별한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반향 제거는 
신호 처리 서버(35)중의 하나에서 수행된다. 구현된 한가지 형태에서는, 일단 신호 처리가 회로 기반 신호의 샘플에 수
행되면, 샘플들은 패킷으로 그룹화되고 적어도 패킷 크기, 소스, 목적지 및 신호 스트림내의 수치적인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헤더 정보가 패킷에 부착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회로망 서버(33)로부터 신호 처리 서버(35) 또는 직접 패킷망 서버(36)로 전송될 수 있다. 신호 처
리 서버(35)는 트랜스코딩, 디지털 필터링, 또는 반향 제거와 같은 접속용 추가적인 신호 처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
정은 신호 처리 서버(35)내의 하나 이상의 DSP에서 발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신호 처리 서버(
35)에 각각의 DSP가 장착되어 분리형 트랜스코딩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DSP는 G.711를 G.729로 트
랜스코딩하고 다른 DSP는 G.711를 G.723.1로 트랜스코딩한다. 여기서, 신호는 주어진 접속에 대해 적당한 DSP로 라
우팅된다. 신호 처리 서버(35)는 상기 신호가 DSP들 사이에서 라우팅되도록 설계된다. 트랜스코딩과 같은 신호 처리
는 패킷 기반 신호내의 패킷 헤더가 제거된 패킷 기반 신호에 대해 수행될 수 있고, 신호 처리는 패킷의 데이터에 대해 
실행되며, 헤더가 신호-처리된 데이터에 추가되어 새로운 패킷을 형성한다는 것은 본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에게는 
자명하다. 패킷을 포함하는 소정의 신호 처리 응용에 있어서, 패킷내의 데이터에 대해 신호 처리가 실행되기 전에 다중 
패킷을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신호 처리 서버(35)상에서의 신호 처리동안에, 패킷 스트림내의 정보는 재구
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랜스코딩의 경우, 2개 이상의 패킷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압축되어 단일 패킷으로 된다. 신호 
처리 서버(35)내의 패킷 기반 신호에 대해 신호처리가 수행된 후,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망 서버(36)로 전송될 수 있
다. 패킷망 서버(36)는 패킷망(16)으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한다.
    

회로 기반의 및 패킷 기반의 라우팅과, 트랜스코딩을 위해 적합한 DSP를 배정하는 것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신호를 
라우팅하는 것과 같은 게이트웨이 기능이 각각의 서버 상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분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대안적 실시예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에 결합된 관리 서버(71)를 포함한다. 관리 서버(71)는 신호
의 라우팅과 적합 DSP 들의 배정을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자원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관리 서버(71)는 전
화 통신 게이트웨이(30)의 전체 작동을 조정하는 데 이런 작동으로는 파워-업 상태에서의 게이트웨이의 부팅, 게이트
웨이 자원의 구성, 소자 작동 실패로부터의 복구, 및 사건과 경보와 정산 정보를 외부 네트워크 관리자(도시 안됨)에게 
보고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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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은 패킷망 서버(36),신호 처리 서버(35) 및 회로망 서버(33) 사이에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은 패킷 버스가 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ATM 셀
에서 작동할 수 있고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은 셀 버스가 될 수 있다. 패킷망 서버(36) 및 신호 처리 서버(35)는 그
런 실시예에서의 셀들을 취급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이 패킷 버스로서 구현되는 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회로망 서버(33)는(도 4를 보라) 회로망(1
4)에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라인 인터페이스 유닛(LIUs) 및 프레이머(41)를 포함한다. 회로망 서버(33)는 
회로망(14)에 접속하기 위한 다중 포트를 구비할 수 있고 그 결과 다중의 LIU와 프레이머(41)들과 DSP(42)들을 갖
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프레이머가 회로 기반 신호의 각각의 프레임을 로케이트하는 동안 LIU 는 들어오는 전압 
레벨을 1 및 0 의 디지탈 값으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회로망이 T1 접속이면 프레이머는 T1 라인으로부터 각각의 19
3-비트 프레임을 로케이트시키고 T1 전송을 구성하는 24 채널을 추출한다. 프레이머의 출력은 DSP(42) 상의 TDM 
형 인터페이스에 결합될 수 있다. DSP 는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모델 번호 TMS320C549가 될 수 있다. 
DSP는 적어도 패킷 적응을 수행한다. 패킷 적응은 회로 기반 신호의 샘플들을 공동으로 그룹화하는 단계, 패킷 기반 신
호들을 재배열하는 단계 및 INTERNET 프로토콜(I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또는 실시간 프로토콜 (R
TP) 헤더와 같은 헤더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RTP 헤더가 DSP 내의 패킷으로 매
핑된 다음 UDP 및 IP 헤더들이 패킷망 서버(36)에 의해 추가된다. DSP(42)에서 나가는 패킷들은 패킷 멀티플렉서에 
의해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44)에서 다중화되어, 패킷 버스(45)를 거쳐, 트랜스코딩을 위해서는 신호 처리 서버(35)
로, 트랜스코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패킷망 서버(36)로 직접, 또는 다른 회로망 서버(33)로 전송된다. 패
킷 버스 인터페이스(44)는 TranSwitch사의 모델 번호 TXC-05802의 칩을, Marker MXT3010 프로그래머블 셀 처
리 엔진으로 구현될 수 있는 멀티플렉서와 조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44)는 패킷들의 인렛 큐잉
(inlet queuing), 셀 어드레스 변환(translation), 셀 라우팅 및 아울렛 셀 큐잉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수 기능들을 
포함한다. 패킷 버스는 본 실시예에서 도 3의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을 제공한다.
    

    
(도 5에 도시된) 신호 처리 서버(35)에의 액세스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패킷 버스(45)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호 
처리 서버(35)는, (도시되지 않은) 패킷 인터페이스들을 구비한 DSP(52)를 포함한다. DSP(52)는 입력된 패킷들에 
대한 패킷 디멀티플렉싱을 수행하기 위한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54)로부터의 패킷을 수신한다. 
DSP가 데이터를 처리한 후, DSP는 처리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을 패킷 멀티플렉싱을 위한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
54)로 송신한다.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54)는 TranSwitch사의 모델 번호 TXC-05802로부터의 칩을 Maker MXT3
010 프로그래머블 셀 처리 엔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멀티플렉서와 조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패킷 기반 신호로부터
의 패킷들은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54)를 통해 DSP(52)중의 임의의 하나로 전송될 수 있다.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5
4)는 다중화된 패킷 기반 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패킷 버스(45) 상으로 향하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도 6에 도시된) 각 패킷망 서버(36)는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61)를 통해 패킷 버스(45)와 인
터페이스하여 회로망 서버(33)와 신호 처리 서버(35)로 패킷들을 송신 및 수신하며, 이서넷(Ethernet)과 같은 표준화
된 패킷망 인터페이스에 의해 패킷망(16)과 인터페이스한다. 패킷망 서버(36)는 어드레스 룩업(address lookup) 및 
패킷 포워딩(62)의 패킷 스위칭 기능들을 수행한다. 어드레스 룩업 및 패킷 포워더(62)는 패킷 헤더를 해석하여 접속
을 위한 필수 자원을 식별하고, IP 및 UDP 헤더를 제거하여 내부 게이트웨이 접속 식별자를 삽입한다. 이서넷 매체 액
세스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디바이스(63)는 패킷망 인터페이스로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물리적 인터
페이스(64) 또는 포트가 패킷망 내의 라인과 게이트웨이 간의 접속을 제공한다. 물리적 인터페이스(64)는 동축 인터
페이스나 10-base-T 또는 100-base-T 접속용의 트위스티드 페어 인터페이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들로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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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며, 회로 기반 신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회로망으로부터 패킷망으로 추적될 수 있다. 회로 기반 신
호는 회로망(14)으로부터 회로망 서버(33) 중 하나로 수신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반향 제거는 회로 기
반 신호 상에서 회로 내트워크 서버(33) 내에서 수행된다. 그 다음, 회로망 서버(33) 내에서 패킷 적응이 수행되어, 패
킷 기반 신호를 형성한다.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 전송되며, 트랜스코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
호 처리 서버(35) 중 하나로 라우트되고, 트랜스코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패킷망 서버(36) 중 하나로 라우트된다. 트
랜스코딩이 필요한 경우,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부터 신호 처리 서버(35)로 전송되고, 거기에
서 트랜스코딩이 행해진다. 그 다음,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는 시스템의 라우팅 접속 설계에 따라 패킷망 서버(
36)로 직접 전송될 수도 있고, 패킷 스위치 패브릭(34)로 반송된 후 패킷망 서버(36)로 전송될 수도 있다. 패킷망 서
버(36)는 패킷 기반 신호를 패킷망(16)으로 전송한다.
    

    
도 3에 도시된 동일한 실시예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패킷망(16) 내의 패킷 기반 신호가 회로망(14)에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망(16)으로부터 패킷망 서버(36) 중 하나에 수신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망 서버
(36)로부터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 전송될 수도 있고,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는 신호 처리 서버(35)에 직접 전송
될 수도 있다.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부터, 패킷 기반 신호에 트랜스코딩이 필요한 경우, 패킷 기반 신호는 신호 
처리 서버(35)로 전송될 수 있다. 트랜스코딩이 불필요한 경우, 신호는 회로망 서버(33) 중 하나로 전송될 수 있다. 회
로망 서버(33) 상에서 패킷 적응이 발생하여 패킷 기반 신호를 회로 기반 신호로 변환한 후, 회로망 서버(33)는 반향 
제거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회로망 서버(33)는 회로 기반 신호를 회로망(14)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게이트웨이는 다중 회로망 서버(33)와, 모든 서버를 함께 결합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
릭을 갖는 다중 패킷망 서버(36)를 포함하여 신호가 임의의 두 서버 사이에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라우팅은 회로 
기반 신호가 선(37)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회로망(14)에 있는 한 회로 기반 접속으로부터 회로망(14)에 있는 제2 회
로 기반 접속으로 전송되는 회로 기반 신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방법으로 행해진다. 회로 기반 신호
는 패킷 적응이 수행되어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회로망 서버(33)로 전송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 스위치 패브
릭(34)으로 전송되며 그 후 제2 회로망 서버(33)로 전송된다. 제2 회로망 서버(33)는 회로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패
킷 기반 신호상에서 패킷 적응을 수행한다. 회로 기반 신호는 그 다음에 회로망(14)과 제2 회로 기반 접속으로 전송된
다.
    

    
유사한 방식으로,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망(16)에 있는 한 어드레스 위치로부터 목적 어드레스로 전송될 수 있다.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망 서버(36)로 전송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그 후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 전송된다. 트랜스코딩
이 필요하다면, 패킷 기반 신호는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는 신호 처리 서버(36)로 전송되고, 그 다음에 패킷 
스위치 패브릭(34)으로 송신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제2 패킷망 서버(36)로 전송되고, 제2 패킷망 서버(36)로부터 패
킷망(16)으로 전송된다. 패킷 기반 신호는 마침내 목적 어드레스로 향하게 된다.
    

    
신호 처리 이전에 패킷 적응을 수행하는 능력은 게이트웨이에 회로 스위치 구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설계
에 있어 상당한 적응성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 처리 서버(35)는 모든 트랜스코딩의 치환을 수행하도록 구성
되며 모든 회로망 서버들간의 공유 자원이므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의 총 갯수가 감소된다. 
필요한 신호 처리 장치의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의 게이트웨이 레이아웃 기판 상의 유효한 공간이 증가되
어 다수의 회로망 및 패킷망 서버 및 이에 따른 많은 수의 포트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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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양한 예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많은 이점을 달성하며 본 발명
의 진정한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이러한 
변형 및 다른 변형들이 커버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로망을 패킷망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스위치 패브릭(fabric);

회로망에 의해서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제1 포트를 갖는 회로망 서버 - 상기 회로망 서버는 패킷 
적응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및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을 구비하는 패킷을 갖는 패킷 기반 신호를 송
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제2 포트를 갖음 - ;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제1 포트 및 상기 패킷망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제2 포트를 갖는 패킷망 서버; 및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포트를 갖는 신호 처리 서버 - 상기 신호 처리 
서버는 상기 패킷 기반 신호 상의 신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갖음 -

을 포함하고,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패킷망 서버, 상기 신호 처리 서버 및 회로망 서버 사이에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
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망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를 더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상에서 수행되는 상기 신호 처리는 게이트웨이 신
호 처리인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의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는 트랜스코딩인 시
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망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의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는 반향 제거(echo ca
ncelation)인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의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는 반향 제거인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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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패킷망 서버, 상기 신호 처리 서버 및 상기 회로망 서버 사이의 스위
칭을 위한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스위칭 모듈인 시스템.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패킷 버스인 시스템.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셀 버스인 시스템.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게이트웨이 자원의 관리를 제공하는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결합되는 관리 서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관리 서버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회로망 서버는

상기 회로망과 인터페이싱하는 라인 인터페이스 유닛 및 프레이머(framer); 및

상기 패킷 버스와 인터페이싱하고 상기 패킷 버스에 패킷 기반 신호를 분배하는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는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에 결합되어 패킷들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서버는 상기 패킷 버스와 인터페이싱하며,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로 패킷을 송신
하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에 결합되는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패킷 기반 신호 상의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버스 인터페이스는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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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망을 회로망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여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생성하는 모듈;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신호를 리어셈블링하여 회로 기반 신호를 생성하고, 반향 제거를 
수행하고 회로 기반 신호를 상기 회로망에 송신하는 모듈;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모듈에 송신하는 모듈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회로망을 패킷망에 접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회로 기반 신호를 수신하고 반향 제거와 패킷 적응을 수행하여 패킷 기반 신호를 생성하는 모듈;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여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생성하고, 상
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상기 패킷망에 송신하는 모듈; 및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모듈에 송신하는 모듈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회로망을 패킷망에 접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회로망으로부터 회로 기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회로 기반 신호 상에 반향 제거 및 패킷 적응을 수행하여 패킷 기
반 신호를 형성하는 수단;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여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수단;

상기 패킷망에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수신하는 수단, 상기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트랜스코딩하는 수단 사이의 패킷 기반 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도
록 상기 수신하는 수단, 상기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트랜스코딩하는 수단에 결합된 패킷 스위치 패브릭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패킷망을 회로망에 접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패킷망으로부터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는 수단;

상기 패킷 기반 신호 상에 패킷 적응 및 반향 제거를 수행하여 회로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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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로망에 상기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수신하는 수단, 상기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트랜스코딩하는 수단 사이에 패킷 기반 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도
록 상기 수신하는 수단, 상기 송신하는 수단 및 상기 트랜스코딩하는 수단에 결합된 패킷 스위치 패브릭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회로망을 패킷망에 접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스위치 패브릭;

상기 회로망에 의해서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제1 포트를 갖는 회로망 서버 - 상기 회로망 서버는 패킷 
적응을 수행하는 제1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상기 패킷 적응에 뒤이어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제2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및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을 갖는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
는 제2 포트를 갖음 - ; 및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제1 포트 및 상기 패킷망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제2 포트를 갖는 패킷망 서버

를 포함하고,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패킷망 서버 및 상기 회로망 서버 사이에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상에서 수행되는 상기 신호 처리는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인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망 서버의 상기 제2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상의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
리는 트랜스코딩인 시스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망 서버의 상기 제2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상의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
리는 반향 제거인 시스템.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패킷망 서버와 상기 회로망 서버 사이의 스위칭을 위한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스위칭 모듈인 시스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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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패킷 버스인 시스템.

청구항 27.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셀 버스인 시스템.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에 의해서 패킷 기반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포트를 갖는 신호 처리 서버 
- 상기 신호 처리 서버는 상기 패킷 기반 신호 상의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를 갖음 - 를 더 포함
하고,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은 상기 신호 처리 서버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서버의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상에서 수행되는 상기 신호 처리는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인 시스템.

청구항 30.

패킷 기반 신호로서 회로 기반 신호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로 기반 신호를 회로망 서버로 수신하는 단계;

상기 회로 기반 신호 상의 반향 제거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회로 기반 신호 상의 패킷 적응을 수행하여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신호 처리 서버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여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신호 처리 서버로부터 상기 패킷망 서버로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지향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상기 패킷망 서버로부터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지향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 처리 서버로부터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상기 패킷망 서버로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
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2.

회로 기반 신호로서 패킷 기반 신호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킷망 서버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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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망 서버로부터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신호 처리 서버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트랜스코딩하여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신호 처리 서버로부터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상기 회로망 서버로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트랜스코딩된 패킷 기반 신호를 적응시켜 신호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회로 기반 신호 상의 반향 제거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회로망 서버로부터 상기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3.

제1 회로망 서버와 제2 회로망 서버 사이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회로망 서버로 회로 기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회로 기반 신호 상에 패킷 적응을 수행하여 패킷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킷 기반 신호 상에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제2 회로망 서버로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 기반 신호를 적응시켜 회로 기반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회로망 서버로부터 상기 회로 기반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는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인 통신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는 트랜스코딩인 통신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신호 처리는 신호 처리 서버 상에서 수행되는 통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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