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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서로 다른 기계 또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간의 이벤트 처리 인터페이스를 OAMP 운영자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알람 이벤트가 발생되면, 어플리케이
션(100)에서 Relim(300)으로 전송하기 위해, 각 캡슐(100,200,300,X00)들은 이벤트 핸들러(110,210,310,X10)를 포함
한 이벤트 관련 클래스, 이벤트 관련 라이브러리, 이벤트 오브젝트의 캡슐간의 포스팅 기능을 수행하는 DataRedirection
(130,230,330,X30)관련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CM(200) 캡슐은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
션(100)으로부터 전송한 이벤트 오브젝트를 수신하고, Relim(300) 캡슐은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벤트를 포스팅하
고, 만약 발생된 이벤트 종류가 알람/폴트가 아닌 임의의 이벤트이면, 해당 이벤트 처리 캡슐(예컨대, X00)로 이벤트를 재
포스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측에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가 용이하고, 자신의 캡슐에 포함된 이
벤트 프로세싱 기능을 이용하여 한번의 호출로 해당 캡슐로 이벤트 전송이 가능하여 해당 캡슐과의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소프트스위치, 이벤트, 알람, OAMP, 리모트 서비스, 포스팅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소프트스위치에서 이벤트를 각 해당 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블록에 관한 개략도,

  도 2는 이벤트 중 장애(알람/폴트) 이벤트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클래스 구성 및 상속 관계를 정의한 도면,

  도 3은 알람/폴트 이벤트 포스팅을 위한 쓰레드 생성 및 준비 과정에 관한 도면,

  도 4는 장애 이벤트 캡슐에서 해당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해당 캡슐에 등록하는 과정에 관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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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서 CM으로 이벤트를 포스팅하는 과정에 관한 흐름도,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CM에서 Relim 캡슐로 이벤트를 재포스팅하는 과정에 관한 흐름도,

  도 5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Relim 캡슐에서 이벤트 처리과정에 관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어플리케이션 200 : Configuration Management(CM)

  300 : Reliability Module(Relim)

  110, 210, 310, X10 : 이벤트 핸들러

  220, 320, X20 : RelimRemoteConsumer

  130, 230, 330, X30: DataRedirection

  240 : DB 250 : Filt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서로 다른 기계 또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간의 이벤트 처리 인터페이스를 OAMP 운영자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향후 가입자망, 공중전화망, 기업통신망 등의 다양한 통신서비스들을 연동시키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추세이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간의 연동은 게이트웨이에서 수행되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처리할 수 있는 MG(미디어 게이트웨
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시그널링 프로토콜 및 시그널링 제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
로 제공하는 장비를 소프트스위치라 한다.

  소프트스위치는 미디어 게이트(MG) 들과 IP 단말기들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와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호처리
를 수행하여 각 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스위치는 개방형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호 제어와 미디
어 전송부분이 분리되어 상호간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에서 각종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벤트 프로세싱이 요구된다.

  이하, 이벤트 중 장애 이벤트에 해당하는 알람/폴트 이벤트를 예를 들어 종래의 이벤트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종래에는 장애(알람/폴트) 이벤트를 분산처리환경에서 제공하는 그룹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모듈간 그룹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application user)는 모듈 간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부분과 서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하며, 이 두 클래스들은 그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야 기능구현을 할 수 있으며, 그룹 서비스 기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
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전송될 오브젝트 클래스를 설계하여야 하고, 그룹 서비스의 여러
관련 클래스들을 상속받아 그룹 서비스 전송단위 클래스인 DTN 메시지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 담당자들
이 구현해야할 부분이 많아져 그룹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OAMP(Operations,Administration,Maintenance and
Performance)운영자나 CP(Call Processor) 운영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운영자가 이벤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벤트 마
스터 모듈로 포스팅된 이벤트에서 해당 캡슐 관련 이벤트 오브젝트만을 각 해당 캡슐로 재포스팅하고, 이벤트 프로세싱 기
능과 연관하여 필요한 이벤트만을 해당 캡슐의 클래스로 포스팅함으로써 해당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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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은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가 감지되면, 리모트 서비스 발생함수를 호출하고,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이벤트 프로세싱 마스터로 지정
된 CM(Configuration Management)으로 전송(포스팅)되는 제 1 단계; CM은 포스팅된 이벤트를 어느 기능의 모듈로 포
스팅하여야 할지를 판단하고, 포스팅할 모듈이 판정되면 모듈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판단하여,
리모트 서비스 발생함수를 호출하여 이벤트 종류에 해당하는 기능을 처리하는 해당 모듈의 클래스로 이벤트를 재포스팅하
는 제 2 단계; 및 해당 모듈의 클래스로 포스팅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이벤트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하여 처리하
는 제 3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상기 제 1단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감지하는 단계; 이벤트핸들러에서 이벤트를 구성하여 issueEvent를 호출
하는 단계; 쓰레드(Thread)를 찾기 위해 eventTransport를 호출하는 단계; DataTransport에 이벤트 포스팅을 요구하는
단계; DataConsumer는 이벤트를 CM(Control Master)으로 포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 발생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및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CM의 DataConsumer로 포스팅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제 2단계는 이벤트를 DataQueue에 포스팅하는 단계; 이벤트를 eventThread로 전송하는 단계; Thread는 또
다른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무한 루프를 수행하고, 프로세스는 DataTransport 클래스로 overriding하는 단계; 이벤트
오브젝트의 포스팅을 요구하는 단계; 이벤트가 어느 기능으로 포스팅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포스팅될 클래스가
판정되면, 필터를 통해 이벤트 오브젝트가 해당 캡슐에서 사용되는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 이벤트를 해당 캡슐로 포
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 발생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및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해당 캡슐의 DataConsumer
로 포스팅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캡슐 : 모듈 단위의 실행 결과 파일(a.out)을 의미한다.

  2. CM(Configuration Management) : 소프트스위치 OAMP 캡슐로서 노드별 캡슐의 등록, 삭제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
행하며, 이벤트 프로세싱의 마스터로 동작한다.

  3. Relim : Reliability module로서 소프트스위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alarm, fault 등의 처리를 수행하는 캡슐이다.

  4. 포스팅(posting) : 서로 다른 캡슐에 존재하는 데이터큐(dataqueue)로 오브젝트(object)를 위치시키는 기능이다.

  5. 리모트 서비스(remote service) : 서로 다른 캡슐간에 통신을 위한 그룹 서비스의 일종으로 OAMP 환경하에서 캡슐
간의 이벤트통신을 지원한다. 리모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간 캡슐은 반드시 동일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링크
하여 컴파일되어야 하며 두 캡슐간 마스터/슬레이브 관계를 반드시 정의해 주어야 한다. 마스터 false일 경우 true로 세팅
되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링크하고 있는 캡슐로 오브젝트가 전송된다. 리모트 서비스는 주로 OAMP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에 사용된다.

  6. DataRedirection : OAMP에서 제공하는 프레임 워크로 서로 다른 캡슐간의 오브젝트 전송을 위해 데이터큐간의 포스
팅 기능을 제공한다. DataRedirection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은 반드시 DataConsumer의 클래스를 구성하여야 한
다.

  이하, 여러 가지 이벤트 중 알람/폴트 이벤트를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1은 소프트스위치에서 이벤트(특히 알람/폴트 이벤트)를 각 해당 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블록에 관한 개
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벤트 처리를 위해 이벤트가 각 캡슐로 포스팅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는, 이벤트가 감지되면 이벤트
를 발생시키는 어플리케이션(110), 이벤트프로세스의 마스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CM(Configuration
Management)(200), 이벤트중 장애(알람/폴트) 이벤트를 최종 수신하여 처리하는 Relim(Reliability Module)(300), 다른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를 최종 수신하여 처리하는 해당 캡슐(X0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상태에서, 하나의 알람 이벤트가 발생되면, 어플리케이션(100)에서 Relim(300)으로 전송하기 위해,
각 캡슐(100,200,300,X00)들은 이벤트 핸들러(110,210,310,X10)를 포함한 이벤트 관련 클래스, 이벤트 관련 라이브러
리, 이벤트 오브젝트의 캡슐간의 포스팅 기능을 수행하는 DataRedirection (130,230,330,X30)관련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야 한다.

  CM(200) 캡슐은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100)으로부터 전송한 이벤트 오브젝트를 수신하기 위해 이벤
트 핸들러(210)클래스를 master=true로 세팅하며, 이벤트 오브젝트가 filter(250)에 필터링되어 알람/폴트 이벤트로 판별
될 경우 Relim(300) 캡슐로 재포스팅하기 위해 RelimRemoteConsumer(220)의 master를 false로 세팅한다.

  Relim(300) 캡슐은 알람/폴트 이벤트 포스팅을 위해 이벤트 관련 클래스 및 라이브러리, DataRedirection(330) 관련 클
래스, 그리고 알람/폴트 이벤트의 판단 및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RelimRemoteConsumer(320) 관련 클래스 라이브리러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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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m(300) 캡슐은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벤트 핸들러(310)의 master를 false로 세팅하
고, RelimRemoteConsumer(320)의 master를 true로 세팅한다. CM(200) 캡슐의 리모트 서비스를 위한 마스터 플래그
세팅과는 정반대의 정의된다.

  만약 발생된 이벤트 종류가 알람/폴트가 아니면, CM(200) 캡슐은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100)으로부
터 전송한 이벤트 오브젝트를 수신하기 위해 이벤트 핸들러(210) 클래스를 master=true로 세팅하며, 이벤트 오브젝트가
filter(250)에 필터링되어 해당 이벤트 처리 캡슐(예컨대, X00)로 재포스팅하기 위해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220)
의 master를 false로 세팅한다.

  임의의 이벤트 처리 캡슐(X00) 캡슐은 해당 이벤트 포스팅을 위해 이벤트 관련 클래스 및 라이브러리,
DataRedirection(X30) 관련 클래스, 그리고 해당 이벤트의 판단 및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X20) 관련 클래스 라이브리러로 구성된다.

  임의의 이벤트 처리 캡슐(X00) 캡슐은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벤트 핸들러(X10)의
master를 false로 세팅하고,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X20)의 master를 true로 세팅한다.

  이하, 상기의 알람/폴트 이벤트 관련 클래스 구성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이벤트 중 장애(알람/폴트) 이벤트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클래스 구성 및 상속 관계를 정의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알람/폴트 이벤트를 Relim 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해서 DataRedirection 프레임 워크(FW1)의
DataConsumer 클래스(C11)를 상속받는 RelimRemoteConsumer 클래스(C1)와 필터 프레임 워크(FW2)의 필터 클래스
(C21)를 상속받는 RelimFilter 클래스(C2)와 DOD(Dynamic Object Definition) 클래스(C31)를 상속받는
RelimEventDefinition 클래스(C3)로 구성된다.

  각 알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RelimConsumer 프레임 워크 클래스들의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RelimFilter(C2)는 필터 프레임 워크(FW2)의 필터 클래스(C21)를 상속받아 CM(200)으로 최초 포스팅된 이벤트 오브젝
트가 어느 DataConsumer에서 사용되는지를 판단한다. RelimFilter(C2)는 CM(200)에 포스팅된 이벤트 정보중 알람/폴
트 이벤트 오브젝트가 RelimRemoteConsumer(C1)에서 처리되도록 필터링한다.

  그리고 Relim 캡슐 동작시 RelimFilter(C2)도 RelimRemoteConsumer(C1) 정보와 함께 DB에 한 쌍으로 저장되어 이벤
트 정보 수신시에 사용한다.

  RelimEventDefinition(C3)은 Reli-events-dods.ini 파일에 정의된 알람/폴트 오브젝트들을 RelimFilter(C2)에서 필터
링시 판별 데이터로 사용한다.

  현재 소프트스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람/폴트 오브젝트 리스트는 표 1과 같다.

  

표 1.
 Event Name Detect

Application
 Event Description

 E_AMStorageLowAlert  Accoserv  과금 디스크 점유율이 임계값 이상 초과할 경우
 NedeProcessorFail  CM  소프트스위치 구성 노드들의 장애시
 CapsuleProcessorFail  CM  소프트스위치 구성 캡슐 장애시
 NECommunicationFailure  nCM  소프트스위치와 연동하는 타 시스템 (AGW/TGW/SS)장애시
 E_ChaFileDumpFail  AccoServ  과금 파일 덤프 실패시
 E_CPU_Overload  PaManager  CPU 오버로드 사용율이 임계값 초과시
 E_BSLinkFail  AccoServ  과금센터와의 링크 장애시
 E_CGLinkFail  AccoServ  과금 게이트웨이와의 링크 장애시

  이하, 실제로 알람/폴트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의 각 캡슐들간의 포스팅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CM(200) 캡슐은 알람/폴트 이벤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벤트에 대해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쓰레드
(thread)를 생성한다.

  도 3은 알람/폴트 이벤트 포스팅을 위한 쓰레드 생성 및 준비 과정에 관한 도면이고, 도 4는 장애 이벤트 캡슐에서 해당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해당 캡슐에 등록하는 과정에 관한 도면이다.

  이중 알람/폴트 이벤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RelimRemoteConsumer의 마스터 캡슐인
Relim(300) 캡슐이 master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T1), master가 true로 되어 있으면 자신의 이벤트 오브젝트를 처
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쓰레드를 생성할 것을 요구한다(T2). RelimRemoteConsumer의 parent 클래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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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Redirection 프레임 워크의 DataConsumer는 RelimRemoteConsumer를 위한 이벤트 포스팅 DataQueue를 생성하
며(T3), RelimRemoteConsumer의 DataQueue에 이벤트가 포스팅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멤버 함수 프로
세스를 실행시킨다(T4,T5).

  Relim(300) 캡슐의 DataQueue에 이벤트 오브젝트가 포스팅될 때 RelimRemoteConsumer에 오버라이딩시키기 위해
DataQueue에 오브젝트가 포스팅되었나를 검사한다.

  상기와 같이 쓰레드가 생성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RelimRemoteConsumer는 Relim(300) 캡슐에 존재하는 이
벤트 핸들러(310)를 이용하여 이벤트가 사용하고 있는 DataTransport에 RelimRemoteConsumer와 RelimFilter를 등록
요청한다(P1). 이들 정보는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의 마스터 캡슐인 CM(200)에 등록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P2), CM(200)의 DataRedirection 프레임 워크로 보내지며 CM(200)의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은 Relim(300) 캡슐에서
요구한 RelimDataConsumer를 등록하며(P3), 알람/폴트 이벤트 오브젝트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RelimFilter를 등록한다
(P4).

  RelimFilter는 CM(200) 캡슐의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에 이벤트 오브젝트가 포스팅될 경우, 이 이벤트 오브젝트가
DataConsumer를 상속받은 클래스중 어느 기능에서 사용될 지를 결정한다. 알람/폴트 이벤트는 RelimFilter에 의해서
RelimRemoteConsumer에서 사용된다.

  이하, 어플리케이션에서 CM 캡슐로, CM캡슐에서 Relim 캡슐로 이벤트가 포스팅되는 전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서 CM으로 이벤트를 포스팅하는 과정에 관한 흐름도이고,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CM에서 Relim 캡슐로 이벤트를 재포스팅하는 과정에 관한 흐름도이고, 도 5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Relim 캡슐에서 이벤트 처리과정에 관한 흐름도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어플리케이션(100)에서 CM(200) 캡슐로 이벤트가 포스팅되는 과정(S10)은, 먼저 어플리케이션
(100)에서 이벤트를 감지하면(S11), 자신의 캡슐에 존재하는 이벤트핸들러(110)의 issueEvent에 이벤트를 구성하여 호
출한다(S12).

  이벤트 핸들러(110)는 어플리케이션 캡슐에 존재하는 쓰레드를 찾기 위해 eventTransport를 호출하고(S13), 어플리케
이션(100) 캡슐에 생성되어 있는 DataTransport에 이벤트 포스팅을 요구한다(S14).

  어플리케이션(100) 캡슐의 DataConsumer는 이벤트를 이벤트 마스터인 CM(200)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
스를 발생시키는 receive 함수를 호출한다(S15).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는 CM(200)에서 처리하도록 CM(200)의
DataRedirection(230)으로 포스팅된다(S16).

  도 5b를 참조하면, CM(200)에서 해당 캡슐(X00) 캡슐로 이벤트가 포스팅되는 과정(S20)은, 이벤트를 CM(200)의 이벤
트 프로세싱 기능이 생성시킨 DataQueue에 포스팅하고(S21), DataQueue는 할당된 큐(Queue)에 들어온 이벤트를
eventThread로 전송한다(S22).

  프로세스는 DataTransport 클래스로 오버라이딩되며 쓰레드(Thread)는 또 다른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무한 루프를
수행한다(S23).

  CM(200)은 Relim(300)으로 이벤트 오브젝트의 포스팅을 요구하고(S24), CM(200)은 현재 발생한 이벤트가 어느 기능
으로 포스팅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S25).

  포스팅될 클래스가 판정되면, 필터(250)를 통해 이벤트 오브젝트가 해당 캡슐에서 사용되는지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S26), 이벤트를 해당 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receive 함수를 호출한다(S27). 리모트 서비
스에 의해 이벤트는 해당 캡슐의 DataRedirection(X30)으로 포스팅된다(S28).

  도 5c를 참조하면, 해당 캡슐(X00)로 포스팅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S30)은, 포스팅된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해당 이
벤트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하여 처리하는데, 만약 포스팅된 이벤트가 알람이면 알람 이벤트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하고, 폴
트 이벤트이면 폴트 이벤트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여러 가지 이벤트 중 장애(알람/폴트)이벤트 인터페이스를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
을 이용하여 구현하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측에서 구현하기가 용이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해진 이벤트 포맷대
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자신의 캡슐에 포함된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을 이용하여 한번의 호출로 reliability module 캡슐로
이벤트 전송이 가능하여 relim 캡슐과의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알람/폴트 엘리먼트의 추가/삭제가 용이하고, .ini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알람/폴트 이벤트 엘리먼트를 사용하기 때
문에 이벤트 추가시 .ini 파일만을 수정하면 알람/폴트 엘리먼트의 추가/삭제가 가능하다. 물론 ini 파일 변경만으로 알람/
폴트 이벤트의 데이터 포맷도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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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가 감지되면, 리모트 서비스 발생함수를 호출하고,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이벤트
프로세싱 마스터로 지정된 CM(Configuration Management)으로 전송(포스팅)되는 제 1 단계;

  CM은 포스팅된 이벤트를 어느 기능의 모듈로 포스팅하여야 할지를 판단하고, 포스팅할 모듈이 판정되면 모듈내에서 실
질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판단하여, 리모트 서비스 발생함수를 호출하여 이벤트 종류에 해당하는 기능을 처
리하는 해당 모듈의 클래스로 이벤트를 재포스팅하는 제 2 단계; 및

  해당 모듈의 클래스로 포스팅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이벤트 핸들링 클래스를 호출하여 처리하는 제 3단계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감지하는 단계;

  이벤트핸들러에서 이벤트를 구성하여 issueEvent를 호출하는 단계;

  쓰레드(Thread)를 찾기 위해 eventTransport를 호출하는 단계;

  DataTransport에 이벤트 포스팅을 요구하는 단계;

  DataConsumer는 이벤트를 CM(Control Master)으로 포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 발생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및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CM의 DataConsumer로 포스팅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프트스위치의 장애 이벤트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이벤트를 DataQueue에 포스팅하는 제 21단계;

  이벤트를 eventThread로 전송하는 제 22단계;

  Thread는 또 다른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무한 루프를 수행하고, 프로세스는 DataTransport 클래스로 overriding하는
제 23단계;

  이벤트 오브젝트의 포스팅을 요구하는 제 24단계;

  이벤트가 어느 기능으로 포스팅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제 25단계;

  포스팅될 클래스가 판정되면, 필터를 통해 이벤트 오브젝트가 해당 캡슐에서 사용되는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제 26단
계;

  이벤트를 해당 캡슐로 포스팅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 발생 함수를 호출하는 제 27단계: 및

  리모트 서비스에 의해 이벤트가 해당 캡슐의 DataConsumer로 포스팅되는 제 28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스위치의 장애 이벤트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제 21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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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의 마스터 캡슐이 master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master가 true로 되어 있으면 자신의 이벤트 오브젝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쓰레드를 생성할 것을 요구하는 단
계;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의 parent 클래스인 DataRedirection 프레임 워크의 DataConsumer는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를 위한 이벤트 포스팅 DataQueue를 생성하는 단계; 및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의 DataQueue에 이벤트가 포스팅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멤버 함수 프로
세스를 실행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제 25 및 제 26단계는,

  해당 이벤트 캡슐에서 해당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해당 캡슐에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는 해당 이벤트 캡슐에 존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여 이벤트가 사용하고 있는
DataTransport에 해당 이벤트 RemoteConsumer와 해당 이벤트 Filter를 등록요청하는 단계;

  이 정보를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의 마스터 캡슐에 등록되기 위해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

  마스터 캡슐의 DataRedirection 프레임 워크로 보내지며 마스터 캡슐의 이벤트 프로세싱 기능은 해당 이벤트 캡슐에서
요구한 해당 이벤트 DataConsumer를 등록하는 단계; 및

  해당 이벤트 오브젝트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해당 이벤트 Filter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소프트스위치 개방형 시스템의 이벤트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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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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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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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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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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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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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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