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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ＵＤＰ/ＴＣＰ/ＩＰ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요약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은,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
를 이용하여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에지라우터에 있어서,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패킷이 네트워
크의 트래픽 혼잡을 알리기 위한 초크패킷(Choke Packet)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수신된 패킷이 초크패킷이 아니면, 수신
된 패킷을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 버퍼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수신된 패킷에 대해 분류된 트래픽클래스
에 대응하여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상이한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단계; 및 수신된 패킷을 폐기 및 분류된 트래픽클래스
에 할당된 버퍼영역에 소정의 시간동안 저장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여, 수신된 패킷의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따라서, 실시간 트래픽이 요구하는 적정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TCP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응
용 트래픽이 대역폭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UDP 패킷, TCP 패킷, 트래픽 제어, 에지라우터, 버퍼, 음성 트래픽, 데이터 트래픽, 초크 패킷

명세서

등록특허 10-0501717

- 1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이 적용되는 네트워크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트래픽을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구분된 세개의 클래스에 따라 버퍼를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102, 103, 104, 105, 106: 호스트

  111, 112, 113: 리프라우터 121, 122, 123:에지라우터

  131, 132, 133:보더라우터 141:코어라우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UDP/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핵심망에서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과 요구되는 QoS를 고려하
여, 효율적이고 구현이 용이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의 통합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TCP(Tansmission Control Protocol) 와 UDP(User Datagram Protocol)는, OSI 계층구조 중 네트워크 층의 프로토콜
인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TCP와 UDP에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
며, 그 중 하나가 TCP는 흐름 제어를 제공하나, UDP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TCP는 트래픽이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흐름 제어를 하여 트래픽 전송 속도를 줄인다.
그러나, 음성과 같은 실시간 응용 트래픽을 전송하는 UDP는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흐름 제어를 제공하지 않으므
로 트래픽 전송 속도를 제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TCP가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동안에도 UDP는 전송 속도를 제어하지 않
아, 결국 UDP 트래픽이 대역폭, 버퍼 등 네트워크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TCP 응용 트래픽의 경우 QoS를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트래픽이 요구하는 적
정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TCP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응용 트래픽이 대여폭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네트워크상에서 요구되는 QoS를 제공하는 기술에는 크게 스케줄링(Scheduling) 방식과 버퍼관리(Buffer
management) 방식이 있다. 스케줄링 방식의 경우, 여러 개의 버퍼를 사용하여 대역폭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고속 구현이 어렵고, 사용자가 증가하면 복잡도(complexity)가 더욱 증가하는 단점
이 있다.

  버퍼관리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버퍼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제어하므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갖는다. 기존의 버퍼관
리 방식 중 가장 단순한 방식은 테일드롭(Tail Drop) 방식으로서, 최선(Best Effort)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라우터
내의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의 버퍼를 사용한다.

  테일드롭 방식에 의하면, 라우터에 의해 수신되는 모든 패킷은 하나의 FIFO 버퍼를 사용하여 흐름이 제어되며, FIFO 버
퍼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라우터가 패킷을 수신하면, 수신된 패킷은 그대로 폐기된다.

  따라서, 고속으로 전송되는 패킷이 FIFO 버퍼를 가득 채우고 있을때, 라우터가 저속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수신하면,
FIFO 버퍼가 가득 차 있으므로 결국 저속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모두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FIFO 버퍼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FIFO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의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음성 서비스와 같
은 실시간 응용의 경우 QoS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테일드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FO 버퍼의 패킷 점유율, 즉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의 수를 임의
로 줄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패킷이 불필요하게 자주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패킷 폐기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TCP는 혼잡 제어를 수행하게 되고, 패킷 폐기율에 비례하여 전송 속도를 계속 감소시
키기 때문에, 결국 TCP 기반 응용의 경우 대역폭을 적절하게 할당받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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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테일드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ED(Random Early Detection), FRED(Flow Random Early Drop),
Stabilized RED, DRR(Deficit Round Robin), CSFQ(Core-Stateless Fair Queueing)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방식들의 경우 음성 통신과 같은 UDP 기반의 실시간 응용과 데이터와 같은 TCP 기반 응용의 QoS 요구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UDP/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핵심망에서 음성 및 데
이터의 트래픽 특성과 요구되는 QoS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구현이 용이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음성 및 데이터의 통합
전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한 음성 및 데이터의 통합 전송방법은, UDP/TCP/IP 네
트워크에서 버퍼를 이용하여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에지라우터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네트워크의 트래픽 혼잡을 알리기 위한 초크패킷(Choke Packet)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
신된 패킷이 상기 초크패킷이 아니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버퍼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상기 수신된 패킷에 대해 분류된 상기 트래픽클래스에 대응하여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상이한 버퍼영
역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 및 상기 분류된 트래픽클래스에 할당된 상기 버퍼영역에 소정의 시간동
안 저장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패킷의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UDP 패킷인 경우의 제1 트래픽클
래스, TCP 패킷인 경우의 제2 트래픽클래스 및 UDP 패킷도 TCP 패킷도 아닌 경우의 제3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한다.

  상기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에 대해 소정의 임계값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 상기 논리
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제1 버퍼영역을 할당하고, 상기 제2 및 제3 트래픽클래스에 대해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제
1 버퍼영역을 제외한 제2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인 경우, 상기 제1 버퍼영역
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패킷의 총용량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한다.

  상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가 아닌 경우, 상기 제2 버퍼영역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패킷의 총용량이,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전체 용량과 상기 소정의 임계값의 차이보다 크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의 IP헤더에 있는 ToS(Type of Service) 및 프로토
콜ID 필드를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초크패킷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패킷이 초크패킷인 경우에는, 상기 에지라우
터 내에 저장된 소정의 트래픽프로파일을 조절하여 상기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이 적용되는 네트워크환경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네
트워크는 호스트(101, 102, 103, 104, 105, 106), 리프라우터(Leaf Router)(111, 112, 113), 에지라우터(Edge
Router)(121, 122, 123), 보더라우터(Border Router)(131, 132, 133), 코어라우터(Core Router)(141)를 포함한다.

  도 1에서, 점선으로 구획된 세개의 영역중 좌측과 우측은 각각 지역 네트워크로서 Intserv(Integrated Service)가 제공
되는 영역이다. Intserv는 최선(Best Effort) 서비스보다 향상된 성능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콘트롤로드(Controlled Load)
서비스와 보장(Guaranteed) 서비스를 제안한다.

  한편, 도 1의 점선으로 구획된 세개의 영역중 중간에 있는 영역은 코어 네트워크로서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가 제공되는 영역이다. Diffserv는 패킷의 IP 헤더에 있는 TOS(Type of Service) 필드의 표시에 따라 패킷을 처리하여 차
별화된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하며,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우선순위 기법이다.

  호스트(101, 102, 103, 104, 105, 106)는 QoS 응용과 RSVP(ReSerVation Protocol)를 기반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
며, 이를 수신한 에지라우터(121, 122, 123)는 각 플로우 별 제어(Per-flow based control) 및 각 플로우에 대한 트래픽
프로파일(Traffic Profile)을 통해 트래픽을 제어한다.

  또한, 에지라우터(121, 122, 123)는 QoS-요청(QoS-Request) 및 QoS-응답(QoS-Response)을 송신 또는 수신하여 자
원을 예약하며, 이를 수신 또는 송신하는 코어라우터(141)는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의 용량을 요청된 QoS와 비교하여 요청
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따라서, 코어라우터(141)는 각 플로우 별 상태(Per-flow state)를 유
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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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코어라우터(141)는 두 개의 변수인 집단수용률(Aggregate acceptance rate)(Rac)과 집단도달률(Aggregate

arrival rate)(Rar)을 유지한다. 집단수용률(Rac)은 소정의 시간 간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장 큰 값으로 업데이트된다. 또

한, 집단도달률(Rar)은 아래의 수학식1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수학식 1

  여기서, "l"은 도달패킷의 크기이고, "T"는 패킷 도달시간이며, "K"는 소정의 상수이고, "Rar,N"은 새로운 집단도달률이며,

"Rar,P" 종전의 집단도달률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트래픽을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UDP에 따른 음성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은,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정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 QoS-UDP 클
래스로 구분한다.

  그리고, TCP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대역폭이 전혀 할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베터-TCP(이하, Better-TCP) 클래스로 구분하고, 기타의 트래픽은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 노멀(Normal)
클래스로 구분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구분된 세개의 클래스에 따라 버퍼를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 3를 참조하여 각 트래픽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한다.

  상기 세 개의 클래스로 구별된 트래픽에 대해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정의한다. QoS-UDP 클래스에 대한 RGS(Rate
Gurantee Service), Better-TCP 클래스에 대한 BBES(Better-than-Best-Effort Service), 노멀(Normal) 클래스에 대
한 BES(Best Effort Service) 또는 LBES(Less-than-Best-Effort Service)를 정의하고, 각 클래스별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지라우터내의 버퍼를 적절하게 할당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트래픽 클래스에 따른 서비스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지라우터내의 버퍼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각 클래스 별
로 다른 방식으로 버퍼를 할당함으로써 구현한다. 버퍼의 논리적 분할 및 관리는 특히, 실시간 트래픽 전송을 위한 QoS-
UDP 클래스의 경우, 트래픽이 요구하는 적정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계값(Qth)을 갖는 고정된 크기의 버

퍼영역을 우선적으로 예약 할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QoS-UDP 클래스에 예약되지 않은 버퍼영역을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트래픽에 대해, 각 트래픽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할당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우터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각 트래픽 클래스에 따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에지라우터에서 버퍼를 할당하고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을 도 4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패킷이 에지라우터에 도달하면(S300), 에지라우터는 우선 패킷이 쵸크(choke) 패킷인지 일반적인 응용의 패킷인지를 판
단한다(S310). 초크 패킷이란, 예를 들면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의 소스켄치(Source Quench) 메시
지와 같이, 에지라우터에서 네트워크 내로 보낸후,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혼잡이 발생할 경우 혼잡상황을 알리기 위해 소스
(source)인 에지라우터로 전송되는 패킷이다. 이러한 쵸크 패킷을 수신하면 에지라우터는 혼잡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네트
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전송속도를 조절한다.

  따라서, 수신된 패킷이 쵸크 패킷으로 판단되면, 에지라우터는 네트워크 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프로파일을 조절하여
혼잡상황에 대처한다(S320). 이를 위해 에지라우터는 각 트래픽 클래스에 대해 플로우 별 트래픽 프로파일(Per-flow
traffic profile)과 같은 트래픽 프로파일, 예를 들면 QoS-UDP 클래스를 위한 명확한 트래픽 프로파일과 TCP 트래픽을
위한 예상 트래픽 프로파일 등을 구성한다.

  에지라우터는 매 N개의 데이터 패킷마다 하나의 초크 패킷을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초크 패킷은 그 크기가 작으
며, 소스인 에지라우터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각 플로우의 예상 전송률이 "re"이면, 초크 패킷의 전송률

은 "re/N"이다.

  에지라우터에 의한 트래픽 프로파일 조절은 아래의 수학식 2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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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ri
e"는 플로우 "i"에 대한 예상 전송률이고, "α"는 전송률 증가치, "β"는 전송률 감소치이며, "ni"는 플로우 "i"에

대해 수신된 초크 패킷의 개수이다.

  한편, 수신된 패킷이 일반 응용 패킷이면, 패킷의 IP 헤더의 ToS(Type of Service)와 프로토콜ID 필드를 이용하여 트래
픽의 클래스를 분류한다(S330). 실시간 트래픽인 UDP 패킷은 QoS-UDP 클래스로, 데이터 트래픽인 TCP 패킷은
Better-TCP 클래스로 구분하고, 기타의 트래픽은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 노멀(Normal) 클래스로 구분한다.

  이어서, 트래픽 클래스의 분류결과 수신된 패킷이 QoS-UDP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S340). 이는 QoS-UDP 클
래스에 속하는 패킷에 대해서 정의된 RGS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간 응용에 요구되는 QoS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된 패킷이 QoS-UDP 클래스에 속하면, QoS-UDP 클래스에 할당된 버퍼의 논리적인 영역의 임계값인 "Qth"와 QoS-

UDP 클래스에 할당된 버퍼의 논리적 영역에 대한 패킷의 현재 점유량(Occupancy)을 비교한다(S350).

  현재 점유량이 임계값(Qth)을 초과하면 수신된 패킷을 폐기하고(S360), 그렇지 않으면 QoS-UDP 클래스에 할당된 버퍼

의 논리적 영역에 수신된 패킷을 저장한다(S370).

  한편, 수신된 패킷이 QoS-UDP 클래스에 속하지 않으면, 전체 버퍼의 크기(B)에서 QoS-UDP 클래스에 할당된 버퍼의
논리적 영역의 임계값(Qth)의 차이에 해당하는 버퍼의 논리적 영역에 여유공간이 있는지를 판단한다(S380).

  QoS-UDP 클래스에 할당된 버퍼의 논리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버퍼 영역에여유공간이 없으면, 수신된 패킷을 폐기하
고(S390), 그렇지 않으면 수신된 패킷을 상기 여유공간에 저장한다(S400).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UDP/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핵심망에서 음성 및 데이터의 트래픽을 QoS-UDP 클래스,
Better-TCP 클래스 및 노멀 클래스로 구분하고, 각 클래스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지라우터 내의 하
나의 버퍼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각 클래스 별로 관리한다.

  따라서, 실시간 트래픽이 요구하는 적정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TCP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응용 트래
픽이 대역폭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구현이 용이한 버퍼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의 트래픽 특성과 요
구되는 QoS를 고려한 음성 및 데이터의 통합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를 이용하여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에지라우터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네트워크의 트래픽 혼잡을 알리기 위한 초크패킷(Choke Packet)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초크패킷이 아니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버퍼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상기 수신된 패킷에 대해 분류된 상기 트래픽클래스에 대응하여 상기 논리적으로 분
할된 버퍼의 상이한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 및 상기 분류된 트래픽클래스에 할당된 상기 버퍼영역에 소정의 시간동안 저장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패킷의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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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UDP 패킷인 경우의 제1 트래픽클래스, TCP 패킷인 경우의 제2 트래픽클래스 및 UDP 패킷도 TCP
패킷도 아닌 경우의 제3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에 대해 소정의 임계값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제1 버퍼영역을
할당하고, 상기 제2 및 제3 트래픽클래스에 대해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제1 버퍼영역을 제외한 제2 버퍼영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인 경우, 상기 제1 버퍼영역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패킷의 총용량이 상기 소정
의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이 상기 제1 트래픽클래스가 아닌 경우, 상기 제2 버퍼영역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패킷의 총용량이, 상기
논리적으로 분할된 버퍼의 전체 용량과 상기 소정의 임계값의 차이보다 크면, 상기 수신된 패킷을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패킷의 IP헤더에 있는 ToS(Type of Service) 및 프로토콜ID 필드를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트래픽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초크패킷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패킷이 초크패킷인 경우에는, 상기 에지라우터 내에 저장된 소정
의 트래픽프로파일을 조절하여 상기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DP/TCP/IP 네트워크에서 버퍼관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전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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