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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호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사용되는 사용 대역폭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 대역폭 정보가 제공될 때 대역폭을

재설정하여 변경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통보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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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오아이피 콜 서비스시 브이오아이피 코덱 협상에 따른 사용 대역폭 정보를 제공하는 호 제어부와,

상기 호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사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상기 호 제어부에서의 새로운 브이오아이피 콜 서비스를 위한 가

용 대역폭을 재설정하여 상기 재설정된 가용 대역폭 정보를 상기 호 제어부로 전송하는 대역폭 관리부를 포함하는 브이오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상기 대역폭 관리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처리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상기 대역폭 관리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이 기설정된 한계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래거시 트렁크(Legacy Trunk)로 우회하여 처리하는 호 우회 처리부를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

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관리부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 트래픽를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과, IP/Port/Protocol 정보와, ToS(Type of Service)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하는 트래픽 분류부;

상기 트래픽 분류부에서 분류된 데이터 트래픽을 해당 큐(Queue)에 저장 대기시키는 트래픽 버퍼 관리부; 및

상기 트래픽 버퍼 관리부의 큐(Queue)에 저장된 데이트 트래픽을 큐 알고리즘에 따라 차등 스케쥴링을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출력 포트로 송신하는 트래픽 큐 스케쥴링 처리부를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

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관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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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트래픽을 SPQ(Strict Priority Queuing) 방식으로 우선 처리한 후, 일반 데이터 트래픽을 WRR(Weight

Round Robin) 방식으로 처리하는 큐 매니저를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에 있어서,

브이오아이피 콜 서비스시 브이오아이피 코덱 협상에 따른 사용 대역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제공되는 사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새로운 브이오아이피 콜 서비스를 위한 가용 대역폭을 재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재설정된 가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상기 새로운 브이오아이피 콜 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재설정된 가용 대역폭이 기설정된 한계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래거시 트렁크(Legacy

Trunk)로 우회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우회 처리 과정에서, 기존에 서비스 중인 호가 해제되어 가용 대역폭이 확대된 경우, 새롭게 발생된 다른 호를 우회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호 제어 서비스 방식으로 처리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

리 방법.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새롭게 발생된 호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트래픽 매니저로부터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VoIP 시그널링 유닛을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등록특허 10-0728279

- 3 -



상기 VoIP 시그널링 유닛으로부터 트래픽 매니저로 제공되는 압축 정보에 따라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VoIP 미디

어부를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새롭게 발생된 호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트래픽 매니저로부터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VoIP 시그널링 유닛을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제어부는,

상기 VoIP 시그널링 유닛으로부터 트래픽 매니저로 제공되는 압축 정보에 따라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VoIP 미디

어부를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된 호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용 대역폭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브

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압축 정보에 따라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 6항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된 호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용 대역폭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브

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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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정보에 따라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al)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음성전화 서비스,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등을 제공하

는 통신기술로서, IP 네트워크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이하 'PSTN'라 함)의 연동으로 다양한

장비들과 다양한 응용서비스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VoIP 서비스에 대한 QoS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혼잡 제어(Congestion Control), 큐 관리(Queue

Management, 대기열 관리라고도 함), ToS(Type of Service) 처리 등이 있다.

혼잡 제어에 의한 QoS 보장방법은 네트워크에 다양한 트래픽(traffic)이 수용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혼잡현상을 사전에 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혼잡현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할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큐 관리에 의한 QoS 보장방법은 패킷이 전송되기 위해서 전송링크의 버퍼에 전송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열(Queue)에

모여지며, 대기열에 대기중인 패킷들은 스케줄링 방식에 의해서 전송되는 것이 선택된다. 이를 QoS 보장이 필요한 패킷은

최우선의 대기열에 삽입(put)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QoS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되는 IP 주소와 포트번호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ToS 처리에 의한 QoS 보장방법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packet)에 포함된 ToS 필드의 세 비트의 우선순위를 활용하

여 각 패킷에 대한 CoS(Class of Service)를 정하게 된다. 즉, ToS 필드의 세 비트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

정된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QoS 보장을 위한 혼잡 제어, 큐 관리, ToS 처리의 경우, QoS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되는

IP 주소와 포트번호는 장비 관리자에 의해서 미리 정적(static)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VoIP 서비스의 QoS 보장을 위한 혼잡 제어, 큐 관리, ToS 처리를 위한 경우에도 VoIP 서비스를 위한 IP주소

와 포트번호에 대한 범위의 설정이 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 제조회사의 VoIP 단말이 사용되는 경우에 각 제

조회사마다 정해 놓은 VoIP 서비스 처리를 위한 포트 할당 정책(policy)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위에서와 같이, 정적(static)으로 설정된 IP 주소가 VoIP 서비스와 IP 어플리케이션(FTP, Telnet 등) 서비스에 동시에 사

용되는 경우에 VoIP 서비스에 대한 QoS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QoS 보장이 필요한 VoIP 서비스와 I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정적 설정에 의한 하나의 IP 주소를 통하여 이

루어지기 때문에 VoIP 서비스를 위한 혼잡 제어, 큐 관리, ToS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VoIP 서비스에 대

한 QoS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존의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 기능이 지원되는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는 정적(Static)으로

VoIP 서비스를 위한 특정 IP/Port에 대해 전체 사용자수의 동시통화 가능비율 등에 따라 미리 SPQ(Strict Priority

Queuing)를 위한 대역폭(Bandwidth)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시 통화수를 계산하여 미리 설정을 한다 해도 VoIP Call의 특성인 코덱 협상(Codec Negotiation)에 따라 VoIP

Call당 대역폭(Bandwidth)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용 대역폭(Bandwidth)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등록특허 10-0728279

- 5 -



또한,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Real Time Data Service)와 일반 데이터 서비스(General Data Service)를 위해 혼용 사용하

는 SPQ(Strict Priority Queuing)와 WRR(Weight Round Robin)에서 SPQ가 사용하는 대역폭(Bandwidth)을 VoIP 서비

스용으로 고정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에서 처리 가능한 트래픽 대역폭(Traffic Bandwidth)을 초과하는 경우 버퍼 관리자

(Buffer Management)에서 드롭(Drop)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IP-PBX의 레거시 트렁크(Legacy Trunk)를 통한 우회

콜 서비스(Call Service)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VoIP 콜 서비스시 대역폭(Bandwidth)을 동적으

로 설정하고, 동적으로 설정되는 대역폭이 한계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된 호를 IP-PBX의 레거시 트렁크(Legacy

Trunk)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호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사용되는 사용 대역폭 정보를 제공하는 호 제어부와, 상기 호 제어부로부

터 사용 대역폭 정보가 제공될 때 대역폭을 재설정하여 변경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상기 호 제어부로 전송하는 대역폭

관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호 제어부는 상기 대역폭 관리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처리한

다.

상기 호 제어부는 상기 대역폭 관리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이 기설정된 한계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래거시 트렁크(Legacy Trunk)로 우회하여 처리하는 호 우회 처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대역폭 관리부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 트래픽를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과, IP/Port/Protocol 정보와,

ToS(Type of Service)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하는 트래픽 분류부와, 상기 트래픽 분류

부에서 분류된 데이터 트래픽을 해당 큐(Queue)에 저장 대기시키는 트래픽 버퍼 관리부 및 상기 트래픽 버퍼 관리부의 큐

(Queue)에 저장된 데이트 트래픽을 큐 알고리즘에 따라 차등 스케쥴링을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출력 포트로 송신하는 트

래픽 큐 스케쥴링 처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대역폭 관리부는 실시간 데이터 트래픽을 SPQ(Strict Priority Queuing) 방식으로 우선 처리한 후, 일반 데이터 트래

픽을 WRR(Weight Round Robin) 방식으로 처리하는 큐 매니저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호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사용되는 사용 대역폭 정보를 제공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사용 대역폭

정보가 제공될 때 대역폭을 재설정하여 변경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통보하는 제2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처리한다.

상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가용 대역폭이 기설정된 한계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새롭게 발생되는 호를 래거시 트렁

크(Legacy Trunk)로 우회하여 처리하는 제4 과정을 더 포함한다.

상기 제4 과정에서, 기존에 서비스 중인 호가 해제되어 가용 대역폭이 확대된 경우, 새롭게 발생된 다른 호를 우회 처리하

지 않고 정상적인 호 제어 서비스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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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VoIP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큐 매니저의 대기열 관리(Queuing Management)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VoIP 호 제어부(100)와,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와, IP 네트워크에 연결

되는 IP 단말(300)과, PSTN망에 연결되는 사용자 단말(400) 및 국선/내선 연결이 가능한 키폰(500)을 포함하여 구성된

다.

VoIP 호 제어부(100)는 VoIP 콜 서비스시 VoIP 코덱 협상에 따른 사용 대역폭(Bandwidth)을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를 담당하는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로 통보한다.

이와 같은 VoIP 호 제어부(100)는 VoIP 시그널링부(110)와, VoIP 미디어부(120) 및 호 우회 처리부(130)를 포함하여 구

성된다.

VoIP 시그널링부(110)는 IP 네트워크와 PSTN 망 상호간에 호(Call)가 발생된 경우 각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시그널링 변

환을 수행한다. 즉, IP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IP 단말(300)로부터 PSTN 망에 연결된 사용자 단말(400)로 호 설정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VoIP 시그널링을 PSTN 망에 적합한 시그널링으로 변환하고, 이와는 반대로 PSTN 망에 연결된 사용자 단

말(400)로부터 IP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IP 단말(300)로 호 설정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PSTN 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시그

널링을 VoIP 시그널링으로 변환시키게 된다.

특히, VoIP 시그널링부(110)는 호 접속 요청이 발생한 경우 하기의 표 1을 참조하여 압축 방식과 프레임 카운트의 개수에

따른 사용 대역폭 정보를 후술되는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의 트래픽 매니저(210)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VoIP 시그널링부(110)는 요청된 호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역시 표 1을 참조하여 압축 방식과 프레임 카운트의 개수

에 따른 사용 대역폭 정보를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의 트래픽 매니저(210)로 통보하게 된다.

이로써, VoIP 시그널링부(110)는 호 설정/해제시마다 실시간으로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의 트래픽 매니저

(210)로부터 가용 대역폭 정보를 인식하여 새롭게 요청되는 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만약 가용 대역폭이 부족하여 새롭게 요청된 호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VoIP 시그널링부(110)는 PSTN

망을 통한 우회 처리를 하게 되며, 우회 처리 중 기존에 연결된 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된 호

를 처리하게 된다.

[표 1]

Codec／

Frame Count

G.711(40bytes/5msec)
G.723.15.3k(20bytes/

30msec)

G.723.16.3k(24bytes/

30msec)
G.729A(10bytes/10msec)

Silence

Enable

Silence

Disable

Silence

Enable

Silence

Disable

Silence

Enable

Silence

Disable

Silence

Enable

Silence

Disable

1 151.36K 188.8K 23.6K 26.1K 24.0K 27.2K 66.6K 70.4K

2 91.8K 126.4K 13.2K 15.7K 13.7K 16.8K 35.4K 39.2K

3  105.6K  12.3K  13.3K  28.8K

4  95.2K      23.6K

5        20.5K

표 1에서와 같이, VoIP 시그널링부(110)가 호 접속/해제시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의 트래픽 매니저(210)로

통보하는 압축 정보는 압축방식(VoIP Codec)과, 프레임의 수(MultiFrame) 및 사일런스 서프레션(Silence Suppression)

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VoIP 미디어부(120)는 IP 네트워크망과 PSTN 망 상호간에 콜(Call)이 발생되어 음성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압축

정보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미디어(Media) 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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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회 처리부(130)는 VoIP 시그널링부(110)가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의 트래픽 매니저(210)로부터 실시

간으로 통보되는 가용 대역폭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새롭게 발생된 호(Call)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VoIP 시그

널링부(110)의 제어에 따라 PSTN 망을 통해 우회 처리를 시키게 된다.

특히, 호 우회 처리부(130)에는 국선/내선 연결이 가능한 키폰(500)이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된 키폰(500)은 IP

단말이나 일반전화기와 음성통화가 가능하며, 호 우회 처리부(130)의 처리 결과에 따라 국선이나 내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진다.

그리고,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200)는 송수신되는 트래픽에 따라 대역폭을 관리하는 트래픽 매니저(210)를 포함

하며, 트래픽 매니저(210)는 큐 매니저(2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트래픽 매니저(210)는 VoIP 트래픽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 처리와 HTTP 등 일반 데이터 처리를

위해 SPQ와 WRR를 혼용 사용하며, VoIP 대역폭(Bandwidth)을 동적(dynamic)으로 설정 관리하게 된다.

즉, 트래픽 매니저(210)에서 전체 사용 가능한 대역폭(Bandwidth)을 관리하여 사용 가능한 대역폭(Bandwidth)이 한계 대

역폭(Bandwidth)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VoIP 호 제어부(100)로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VoIP 호 제어부(100)에서는 새롭게 요청된 호를 IP-PBX의 레거시 트렁크(Legacy Trunk)로 우회시켜 처리하

게 된다.

또한, 트래픽 매니저(210)는 사용 가능한 대역폭(Bandwidth)이 확보되면 VoIP 호 제어부(100)로 가용 대역폭 정보를 통

보하여 정상적인 VoIP 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큐 매니저(220)는 트래픽 매니저(210)내에 대기열 관리(Queuing Management)를 하게 된다.

즉, 큐 매니저(220)는 VoIP 트래픽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 처리를 위해 SPQ(Strict Priority Queuing)를

사용하고, 그 외 일반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은 트래픽 관리 모듈(Traffic Management Module)내에서 처리 우선

순위 특성에 가중치(Weight)를 주어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큐 스케쥴링(Queue Scheduling)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큐 매니저(220)의 대기열 관리(Queuing Management) 기능에 대해 첨부된 도 2를 참조하여 그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에서와 같이, ⓓ의 출력 포트(Output Port)를 10Mbps로 가정하고, ⓐ에서 Q1을 VoIP 트래픽 서비스를 위한 큐

(Queue)로 가정하고, Q2, Q3, Q4는 일반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을 처리하기 위한 큐(Queue)로 가정하기로 한다.

먼저, ⓒ에서 큐 스케쥴러(Queue Scheduler)는 SPQ 적용 Q1의 데이터를 우선 모두 처리하고, 이후 Q2~Q4을 필요 가중

치(Weight)에 따라 차등 처리(ⓑ)한다.

ⓓ의 출력 포트(Output Port)의 처리가능 대역폭(예, 10Mbps)이 SPQ 적용 Q1의 데이터를 우선 처리하고 남는 대역폭

(Bandwidth)이 있으면 Q2~Q4의 데이터를 출력 포트(Output Port)로 송신한다.

특히, ⓒ의 스케줄러가 Q1(VoIP Traffic Data)에서 처리할 대역폭은 VoIP 호 제어부로부터 통보받아 동적(Dynamic)으로

SPQ 적용 대역폭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WRR(Weight Round Robin)에서 처리할 대역폭도 상대적으로 재설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

(Traffic management)가 가능하게 된다.

도 3은 도 1의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트래픽 매니저(210)는 트래픽 분류기(Traffic Classifier)(211)와, 트래픽 버퍼 관리

부(Traffic Buffer Management)(212)와, 트래픽 큐 스케쥴링 처리부(Traffic Queue Scheduling)(213)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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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분류기(Traffic Classifier)(211)는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을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의 특성에 따라,

IP/Port/Protocol에 따라 또는 802.1p/Q, DSCP, ToS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를 하게 된다. 즉, 다음 단계 처리시 차

등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의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다.

트래픽 버퍼 관리부(Traffic Buffer Management)(212)는 트래픽 분류기(Traffic Classifier)(211)에서 선별된 데이터 트

래픽의 특성에 따라 해당 큐(Queue)에 분류된 데이트 트래픽을 저장 대기시키게 된다.

트래픽 큐 스케쥴링부(Traffic Queue Scheduling)(213)는 트래픽 버퍼 관리부(Traffic Buffer Management)(212)에 저

장된 큐(Queue)에서 큐 알고리즘(Queuing Algorithm)에 따라 차등 스케쥴링(Scheduling)을 하여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을 보낼 우선순위를 처리하며, 스위치/라우터(Switch/Router)에서 처리 가능한 대역폭(Bandwidth)만큼 데이터

트래픽을 출력 포트(Output port)로 송신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VoIP 호 제어부의 시그널링부에서는 VoIP 콜 발생에 따른 VoIP 콜의 시작 여부를 확인(S10)한다.

이어서, VoIP 시그널링부는 VoIP 콜이 시작된 경우, 시작된 VoIP 콜의 사용 대역폭을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로

통보(S20)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는 SPQ, WRR을 위한 대역폭을 재설정(S30)한 후 가용 대역폭를 VoIP 호 제어

부로 통보(S40)해 준다.

이어서, VoIP 시그널링부는 VoIP 콜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S50)하여 만약 VoIP 콜이 종료된 경우, 종료된 VoIP 콜의 사

용 대역폭을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로 통보(S60)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는 SPQ, WRR을 위한 대역폭을 재설정(S70)한 후 가용 대역폭를 VoIP 호 제어

부로 통보(S80)해 준다.

이어서, VoIP 시그널링부는 트래픽 매니저로부터 통보된 가용 대역폭으로 새롭게 발생된 VoIP 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를 확인(S90)한다.

확인 결과, VoIP 시그널링부는 새롭게 발생된 VoIP 콜 서비스가 가능하면 새로운 VoIP 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처리

(S100)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트래픽 매니저로부터 통보된 가용 대역폭이 새롭게 발생된 VoIP 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

우, VoIP 시그널링부는 새롭게 발생된 호를 레거시 트렁크(Legacy Trunk)를 통한 PSTN 망으로 우회하여 처리(S110)하

게 된다.

이어서, VoIP 시그널링부는 새롭게 발생된 호를 PSTN 망을 통해 우회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VoIP 콜이 해제

(Release)되었는지를 확인(S120)한다.

확인 결과, 기존의 VoIP 콜이 해제된 경우 VoIP 시그널링부는 해제 정보를 트래픽 매니저로 통보하여 트래픽 매니저로부

터 가용 대역폭을 통보(S130)받게 된다.

이에 따라, VoIP 시그널링부는 정상적으로 VoIP 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S140)하여 새롭게 발생되는 호

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VoIP 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에서는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실시예에 대

해서만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역폭을 동적으로 관리하여 QoS를 보장

하기 위한 모든 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728279

- 9 -



본 발명에 따르면, VoIP 콜 서비스시 대역폭(Bandwidth)을 동적으로 설정하고, 동적으로 설정되는 대역폭이 한계 대역폭

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된 호를 IP-PBX의 레거시 트렁크(Legacy Trunk)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대역폭을 보다 효율적으

로 사용하면서 QoS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VoIP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큐 매니저의 대기열 관리(Queuing Management)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1의 스위치/라우터의 트래픽 매니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브이오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큐오에스 보장을 위한 대역폭 관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VoIP 호 제어부 200 : 스위치/라우터

300 : IP 단말 400 : 사용자 단말

500 : 키폰

도면

등록특허 10-0728279

- 10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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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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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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