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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은, 기존의 음성 교환기에 라우터/데이터 스위치 모듈을 부가하여 음성 데

이터 통합 스위치가 구현 가능하고, 데이터 스위치와 음성 교환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가 용이하며, 통일된 운용, 유

지 보수가 가능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음성 단말이나 공중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 접속이 가능하고 보통 사용자의 PC와 각종 서버의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음성 교환 시스템, VoIP 시스템, 데이터 스위치 및 라우터를 통합한 형태의 SOHO용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기존 음성 교환 시스템의 키폰 기능, VoIP의 트랜스코딩 기술, 라우터의 QoS 기능을 접목하여 기존

VoIP 시스템에서 제한적으로 구현된 QoS 기능을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이더넷 스위치와 음성 사설 교환기의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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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의 내부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호 처리를 위한 가입자별 우선 순위

설정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음성/데이터 통합 시스템 110 : 가입자 트렁크 카드

  111 : 국선 정합 모듈 112 : 내선 가입자 모듈

  113 : TDM 스위칭 모듈 120 : 제어 모듈

  121 : 우선 순위 설정부 130 :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

  131 : VoIP 음성 압축 코덱 132 : 라우팅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사설 교환기에 데이터 스

위치 모듈 및 라우터를 통합 설치한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가입자 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설정된 우선 순위

(CoS, QoS)에 따라 호 처리를 하기 위한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인해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가 성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 요구 사항중의 하나인 IP망을 이용한 음성의 전달은 데이터의 전송과 함께 IP망의 큰 역할로 자리 잡고 그에 따른 다

양한 음성 전송 기능에 대한 요구도 함께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화기 및 싱글 전화기 등에 의한 기존 단말

통신과 음성 IP(VoIP)간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IP망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을 기존의 디지털 전화기와 동일한 모양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단말을 만들어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단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인터넷 폰(IP-Phone)이 개발되었다.

  통상, 인터넷 폰은 ITU-T 권고안 H.323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교환기와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H.323 프로토콜은 음성,

영상 및 데이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하,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사설 교환기의 음성 서비스 동작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IP 기반 음성 통화 시스템에서 이더넷 스위치와 음성 사설 교환기의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기반 음성 통화 시스템은, 음성 교환기(10), 데이터 스위치(20), 라우터(3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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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스위치(20)는 음성 교환기(10)에서 패킷 데이터로 변환된 음성 데이터를 라우터(30)로 스위칭한다. 여기서, 데이

터 스위치는 이더넷 스위치를 포함한다.

  라우터(30)는 데이터 스위치(20)에서 스위칭된 음성 패킷 데이터를 인터넷 망으로 전송한다.

  음성 교환기(10)는 국선(PSTN)과 정합하기 위한 국선 정합 모듈(11), 내선 가입자 단말과 정합하기 위한 내선 가입자 정

합 모듈(12), 복수의 음성 신호를 각각 일정한 시간(시간 슬롯)으로 분할하여 전송하기 위한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스위칭 모듈(13), TDM 스위칭 모듈(13)로부터 전송된 PCM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고,

데이터 스위치(20)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패킷 데이터 스위치를 PCM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듈(15) 및

상기 각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듈(14)을 포함한다. 여기서, 미디어게이트웨이 모듈(15), TDM 스위칭 모듈(13), 내

선 가입자 모듈(12) 및 국선 정합 모듈(11)은 각각 PCM 시리얼 버스로 연결되고, 제어모듈(14)은 상기한 각 모듈(11, 12,

13, 15)과 각각 CPU버스로 연결되어진다. 즉, 음성 교환기(10)내의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듈(15)은 PCM 변환된 기존의

음성 신호를 압축하여 패킷화 하여 데이터 스위치(20)로 보내고, 반대로 데이터 스위치(20)에서 전송된 음성 패킷을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로 복구하는 것이다.

  즉, 종래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음성 통화 서비스를 위해 음성 교환 장치(10)와 외부의

데이터 스위치(20)와 그리고 이들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듈(15)과 공중 인터넷 망 접속을 위

한 라우터(30)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스위치(20) 및 라우터(30)와, 음성 교환 장치(10)는 별도의 독립된 장비로

구성됨으로써 장비 운용 및 유지 보수에 불리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음성 교환 시스템은, 라우터 기능이 배제된 스탠드얼론(Standalone)형 또는 빌트 인(Built-In)형, 서버

(Server)형으로 구현된 제품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VoIP의 QoS 및 CoS를 처리하는데 구현상 제약이 많은 문제점이 있

다. 단지 종래의 음성 교환 시스템은 코덱 타입(Codec Type), 멀티프레임 카운트(Multiframe Count), 사일런스 서프레션

(Silence Suppression)과 지터 옵티마이저 팩터(Jitter Optimize Factor), 에코 캔슬레이션(Echo Cancellation)등을 이용

한 QoS 기능으로 음성 교환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QoS가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한, 라우터와 VoIP 시스템, 기존 음성 교환 시스템(Legacy Voice System)이 분리되어 VoIP 서비스의 QoS 및 CoS기

능 기술에 라우터의 큐잉(Queueing) 및 BoD(Bandwidth On Demand)기술을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라우터, 데이터

스위치 및 음성 교환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가 용이하고 통일된 운용,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통적인 음성

단말이나 공중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며 단일 장비로써 기존의 음성 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

화와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한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기존 키폰 시스템(Legacy Key Phone system)

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기술을 응용하여 Caller ID(Tel Num, IP)와 Called IP(Tel Num, IP)를 기반으로 가입자별 VoIP

CoS를 분류하고 이 분류된 정책(Policy)을 기반으로 라우터모듈에서 CoS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음성/데이터 통

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제1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신호 및 제2, 3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제2 네트

워크 및 제1 네트워크로 각각 전송하기 위해 음성 데이터 패킷 및 음성 신호로 각각 포맷 변환하고, 변환된 음성 신호 및 음

성 데이터 패킷을 제1, 제2 네트워크로 각각 스위칭하며, 스위칭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설정된 라우팅 정보에 따라 해당 네

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처리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네트워크는, PSTN을 포함하고, 제1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신호는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이고, 상

기 제2 네트워크는, LAN, WAN, xDSL, 케이블 모뎀 중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IP망을 포함하며, 상기

제2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은 VoIP 패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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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음성 데이터 통합 처리 모듈은, 제1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압

축 처리하고,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PCM부호화된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성 변환부; 상

기 음성 변환부로부터 변환된 압축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설정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상기 제2 네트워크로 스위칭 및 라우

팅처리하고, 상기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음성 변환부로 제공하는 제어부; 상기 제2 네트

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어부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어부로부터 라우팅 처리되는 음성 데이터 패

킷을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에서 라우팅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WAN 시리얼 포트, xDSL 모뎀, 케이블 모뎀 및 DMZ 포트를 통해 각각

IP 네트워크로 인터페이싱하고, 상기 라우팅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스위칭부로 인터페이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한다.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스위칭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해당 IP 주소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로 인터페이싱하고, 상기 단말

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스위칭부를 통해 제어부로 인터페이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더넷 인터페

이스를 더 포함한다.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스위칭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위 링크로 인터페이싱하고, 상위 링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

이터 패킷을 상기 스위칭부로 인터페이싱하는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에서, 발, 수신 IP 호 처리를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시그널링 메시지를 임시 저장하

는 듀얼 포트 메모리; 상기 제어부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라우팅 정보, 가입자 정보 등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

한다.

  상기 제어부와 PCI 버스를 통해 연결되어 가상 사설랜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 인증 등을 통해 터널링 기

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시큐리티 프로세서를 더 포함한다.

  또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제1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패킷으로 압축 처리하고, 제2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음성 데이터 패킷

을 PCM부호화된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1 네트워크로 출력하는 음성 변환부; 상기 음성 변환부로부터 변환된 압축

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설정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상기 제2 네트워크로 스위칭 및 라우팅처리하고, 상기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음성 변환부로 제공하는 제어부; 상기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어부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어부로부터 라우팅 처리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스위

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되, 상기 음성 변환부, 제어부, 스위칭부를 하나의 통합 모듈로 구현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치의 일 측면에 따르면,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우선 순위 설정부;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

정한 클래스 정보에 따른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음성 데이터 변환부; 상기 우선 순위 설정

부에서 설정된 우선 순위 정보에 따라 상기 음성 데이터 변환부에서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 단말의 IP 주소로

라우팅하는 라우팅부를 포함할 수있다.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호의 성격(Local Call, Long Distance Call)에 따라 구분 설

정하고,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의 전화번호 정보, IP 정보, 음

성 데이터 변환 카드 선택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출력 포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는,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호 처리 시그널링 메시지가 수신

되는 경우,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가입자의 클래스를 확인하고, 확인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상기 음

성 데이터 변환부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성 데이터 패킷 변환 카드 중 일 카드 및 해당 카드의 출력 포트를 할당한다.

  상기 음성 데이터 변환부는, 상기 클래스 설정부에서 할당한 해당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할당된 출력 포트를 통해 상기 라우팅

부로 출력한다.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는, 상기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후,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라우팅부에 음성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 처리를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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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라우팅부에 설정되는 QoS 정보는, 착발신 단말의 IP 정보 및 출력 포트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라우팅부에 설정되는 QoS 정보 중 IP 정보는, 우선순위(Priority), 음성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위한 사용 대역폭

(Banswidth) 및 사용 대역폭의 여유가 없을 경우 최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대역폭 설정은, 해당 클래스의 사용자 수, 전체 VoIP 호 수에 따라 전체 대역폭을 계산하여 클래스별 대역폭을 차별

설정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

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설정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압축 방식에

따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상기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목

적지 단말의 IP 주소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호 처리 시그널링 메

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가입자의 클래스를 확인하고, 확인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성 데이터 패킷 변환 카드 중 일 카드 및 해당 카드의 출력 포트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단계는, 상기 할당한 해당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

신되는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할당된 출력 포트를 통해 출력한다.

  상기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한 후,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 처리를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

면,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 정보에 따라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수신되는 음성 신호의 음성 데이터 패킷 변환을 위한 음성 변환 카드 정보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을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100)은, 국선 정합 모듈(111), 내선 가입자 모듈

(112), TDM 스위칭 모듈(113)로 이루어진 가입자 트렁크 카드(110)와, 제어 모듈(120) 및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130)을

포함한다. 여기서, 도 1에 도시된 종래 기술과 중복되는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130)은, 도 1에 도시된 종래 기술에서의 라우터, 데이터 스위치 및 음성 교환기내의 미디어 게이

트웨이 모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100)내에 설치한 것이다.

  즉,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도 1에 도시된 종래 기술과는 달리 외부에 위치하던 라우터, 데이터 스위치를 음

성 교환기 내부에 포함하며,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듈에서 수행되었던 음성 압축 코덱 기능이 하나의 단일 모듈에서 수행되

도록 구성한 것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 즉, 라우터, 데이터 스위치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듈을 통합한

음성 데이터 처리 모듈(130)의 구성 및 그 동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에 대한 내부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130)은 듀얼 포트 메모리(Dual Port Memory: 131), 메모리(132), 라

우팅부(133), VoIP 음성 압축 코덱(134), 시큐리티 프로세서(Security Processor: 135), LAN 스위치(136)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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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 포트 메모리(131)는 도 2에 도시된 제어 모듈(120)로부터 제1 포트를 통해 시그널링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라

우팅부(133)로부터 듀얼 포트 메모리(131)에 저장된 시그널링 메시지를 제2 포트를 통해 리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모리(132)는 RAM, 플래쉬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라우팅부(133)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라우팅 정보, 가입자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다.

  라우팅부(133)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인터페이스(133a-133c)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인터페이스(133d)를 통해

LAN 스위치(136)로 제공되어 IP망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라우팅부(133)는 인터페이스(133a -133d)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으로

제공한다. 결국, 라우팅부(133)는 음성 데이터 패킷의 라우팅 및 스위칭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라우팅부(133)는 다수의 인터페이스(133a - 133d)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133a)는 V.35 트랜시버

(Transceiver)를 포함하는 것으로, 데이터 패킷을 WAN 시리얼 포트를 통해 송수신하며, 인터페이스(133b, 133c)는 데

이터 패킷을 xDSL 또는 케이블 모뎀을 통해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인터페이스(133d)는 LAN 스위치(136)로 데이터 패킷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며, 도면에는 도시되

지 않았지만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나 이메일 서버 연결을 위한 DMZ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은, PCM 시리얼 버스를 통해 도 2에 도시된 TDM 스위칭 모듈(130)로부터 제공되는 PCM부

호화된 음성 신호를 IP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한 후 압축하여 라우팅부(133)를 통해 IP망으로 전송하고, IP 망을 통해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PCM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PCM시리얼 버스를 통해 도 2에 도시된 TDM 스위칭 모듈(113)

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큐리티 프로세서(135)는 라우팅부(133)와 PCI 버스를 통해 연결되어 가상 사설랜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

(Encryption), 복호화(Decryption), 인증 등을 통해 터널링(Tunneling)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즉, 송수신

되는 음성/데이터 패킷을 캡슐레이팅/디캡슐레이팅하여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상 사설 랜(VPN)

을 구성하는 것이다.

  LAN 스위치(136)는 인터페이스(133d)를 통해 라우팅부(133)로부터 전송되는 음성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 단말에 상응

하는 인터페이스(136a-136d)를 통해 해당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인터페이스(136a-136d)에는 단말이 연결되는데,

단말로는 PC, IP 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136a-136d)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LAN 스위치(136)는 인터페이스(136a-136d)를 통해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음성/데이터 패킷을 인터페이스(133d)

를 통해 라우팅부(133)로 제공한다. 따라서, 라우팅부(133)는 수신된 음성/데이터 패킷을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LAN 스위치(136)에는 음성/데이터 패킷을 업 링크(예를 들어, 100M/1G)로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업 링크

인터페이스(136e)가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인입되는 IP음성 호에 대한 시그널링 메시지는 LAN 스위치(136)를 통해 라우팅부(133)로 제공되고, 라우팅부

(133)는 수신된 IP음성 호에 대한 시그널링 메시지는 기존 음성 호 처리를 위한 메시지로 변환되어 듀얼 포트 메모리(131)

를 통해 도 2에 도시된 제어 모듈(120)로 제공된다.

  한편, 발신 IP 음성 호 처리를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는 도 2에 도시된 제어 모듈(120)에서 도 3에 도시된 음성/데이터 처

리 모듈(130)의 듀얼 포트 메모리(131)를 통해 라우팅부(133)로 제공되고, 라우팅부(133)는 수신된 IP 음성 호 처리를 위

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IP 메시지 패킷들로 변환하여 LAN 스위치(136)를 통해 IP 망에 연결된 단말로 전송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페이스(136a-136d)를 통해 인입되는 IP 음성 패킷은 LAN 스위치(136)를 통해 라우팅부(133)로 제공되고,

또한, WAN, xDSL 또는 케이블 모뎀을 통해 인터페이스(133a-133d)로 인입되는 IP 음성 데이터 패킷 역시 라우팅부

(133)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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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팅부(133)는 수신되는 IP 음성 데이터 패킷을 전용 버스를 통해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을 제공한다.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은 라우팅부(133)로부터 제공되는 IP 음성 데이터 패킷을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로 변환하

고, 변환된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PCM 시리얼 버스를 통해 도 2에 도시된 TDM 스위칭 모듈(113)로 제공하는 것이

다.

  반대로,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은, 도 2에 도시된 TDM 스위칭 모듈(113)로부터 PCM 시리얼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PCM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IP 음성 패킷으로 변환된 후, 전용 버스를 통해 라우팅부(133)로 제공한다.

  라우팅부(133)는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으로부터 전용 버스를 통해 제공하는 IP 음성 패킷을 LAN 스위치(136)로 제

공하고, LAN 스위치(136)는 라우팅부(133)로부터 제공되는 IP 음성 패킷을 해당 단말의 주소로 인터페이스(133a-133d)

를 통해 IP 망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한편,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인터페이스(133a-133c)를 통해 즉, WAN Serial Port 또는 xDSL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을 통해 인입되는 IP 패킷은 인터페이스(133a-133c)를 통해 각각 라우팅부(133)로 제공된다.

  따라서, 라우팅부(133)는 인터페이스(133a-133c)를 통해 인입되는 IP 패킷을 해당 IP 주소에 따라 다시 인터페이스

(133a-133c) 즉, WAN Serial Port 또는 xDSL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을 통해 외부로 재전송 되거나 LAN 스위치(136)를

통해 해당 단말로 전송되는 것이다.

  또한, 라우팅부(133)와 PCI-bus를 통해 연결된 시큐리티 프로세서(135)는 가상 사설 랜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

(encryption), 복호화(decryption), 인증(Authentication)등을 통한 터널링(tunneling)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함으

로써 모듈 전체의 성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동작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에 대한 블록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으로서, 도 3에 도시된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부여하며, 도 3에서 설명한 각 구성요

소에 대한 기능 설명에 대하여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은 서로 다른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패킷의 압축을 수행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랜스코딩 카드(Transcoding Card)를 포함한다. 여기서, 트랜스 코딩 카드는, 예를 들어,

G.723.1 카드, G.729 카드, G.729A 카드를 포함한다.

  또한, 제어 모듈(120)은 운영자에 의해 패킷의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CoS(Class of Service) 설정 신호가 입력되는 경

우, 입력된 설정 신호에 따라 가입자별 우선 순위의 CoS 정보를 설정하고, 설정된 CoS에 따라 음성/데이터 처리 모듈

(130)의 라우팅부(130)에 가입자별 QoS(Quality of Service)정보를 설정하는 우선 순위 설정부(121)를 포함한다. 여기

서,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설정된 CoS 정보로는, 발신자 ID(Caller ID), 착신자 ID(Called ID) 및 가입자별 트랜스 코딩

카드 정보(예를 들어 카드 ID 및 해당 카드의 출력 포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한 발신자 및 착신자 ID는 발신자

및 착신자 전화 번호 정보 및 IP 주소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라우팅부(133)에 설정되는 QoS 정보로는, 착신자 및 발신자 IP주소 정보, 출력 포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라우팅부(133)는 가입자 트렁크 카드(110)를 통해 수신되어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의 해당 트랜스코딩 카드에

서 압축 처리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설정된 QoS 정보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IP 망으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호 처리 장치를 이용한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대하

여 첨부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설정 방법에 대한 동작 플

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도 5에서 설정한 우선 순위에 따

라 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521154

- 7 -



  먼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우선 처리를 위해서는 가입자별 CoS 및 QoS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CoS 및

QoS 설정 과정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oS 및 QoS 설정 과정은, 도 4에 도시된 제어모듈(120)의 우선순위 설정부(121)에서 발신자,

착신자에 따른 CoS 구분 설정 과정(S101)과, S101단계에서의 CoS 설정에 따라 해당 VoIP 트랜스코딩 카드를 할당하는

과정(S102) 및 할당된 트랜스코딩 카드별 QoS를 설정하는 과정(S103)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S101 단계에서는, 가입자, 발신자에 따른 또는 착신자의 전화 번호, 착신 단말의 IP (착신자에 따른 로컬 호(Local

Call), 장거리 호(Long distance Call)에 따른 CoS 정의)에 따른 도 4에 도시된 제어 모듈(120)에서 정의한 CoS 정책

(Policy)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구분 설정하는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S102 단계에서는, 상기 S101 단계에서, 정의한 CoS별로 VoIP 호 처리시 할당받을 VoIP 음성 압축 코덱

(134)내 VoIP 트랜스코딩 카드를 구분 정의한다.

  이와 같이 상기 S101단계에서 정의한 CoS별 VoIP 트랜스코딩 카드를 정의하는 이유는 라우팅부(133)에서 IP 별로 QoS

를 처리함으로 S101단계에서 정의한 CoS별로 VoIP 음성처리의 발신측 트랜스코딩 카드의 IP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다.

  또한 착신측 IP에 따른 CoS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제어모듈(120)에서 VoIP 호 처리를 위한 IP 테이블 즉, VoIP 호를

처리하기 위해 전화번호 정보 대비 원격의 단말의 IP 주소를 찾을 수 있는 IP 테이블을 이용하여 착신측 전화 번호에 따른

IP 주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획득한 IP 주소를 착신측 사용자의 CoS에 따라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설

정할 수 있다.

  또한, 착신측 전화 번호 정보에 따라 로컬 호, 장거리 호 등을 구분하여 CoS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VoIP 호 처리시 발신측 VoIP 호의 트랜스코딩 카드 IP와 착신측 사용자에 따른, 또는 호의 성격(Local, Long

distance call)에 따른 원격 VoIP 단말의 IP를 제어모듈(120)의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S103단계는 상기와 같이, CoS 설정이 모두 완료된 후, 설정된 CoS에 따라 라우팅부(133)에서 QoS를 설정하는 과

정이다.

  즉, 라우팅부(133)의 QoS설정은 IP별, Port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기한 S101 단계와 S102 단계에서 IP별로 CoS를 설

정하였기 때문에 IP에 따른 QoS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도 4에 도시된 제어모듈(120)과 라우터(133)가 연계하여 제어모듈(120)의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설정된 CoS

에 따라 라우팅부(133)에 가입자별 QoS가 자동 설정되도록 처리하다.

  라우팅부(133)의 QoS 설정은 호 처리 우선순위(Priority)와 대역폭(Bandwidth) 그리고 씰(Ceil)등을 설정함으로서 차등

QoS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부망(IP망) 접속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수의 인터페이스)에 VoIP 호

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라우팅부(133)의 QoS설정에서 상기한 S101, S102단계에서 구분한 IP별 CoS를 이용하여 우선

순위와 사용 대역폭을 설정하고 씰(대역폭이 여유가 있을 때 최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을 CoS에 따라 구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 대역폭 설정은 해당 CoS의 사용자 수, 전체 VoIP 호 수에 따라 총 대역폭을 계산하여 CoS별 대역폭을 차별 설정

(CoS별 동시 통화율을 차등 적용하여 대역폭설정)한다. 따라서, 라우팅부(133)는 IP로 구분된 CoS에 따라 호에 대해 QoS

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차등 QoS처리 이외에 VoIP 패킷인 경우 모두를 라우팅부(133)에서 동등 우선 처리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이 도 5에 도시된 비와 같이, CoS 및 QoS를 설정한 상태에서, 설정한 VoIP CoS에 따라 차등 QoS 서비스를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도 6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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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제어 모듈(121)에서 VoIP 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신측 사용자 정보와 착신측 사용자 정

보에 따라 VoIP 서비스의 CoS를 확인한다. 즉,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 트렁크 카드(110)를 통해 발신호 시그널

링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모듈(120)은, 수신된 발신호 시그널링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발신자 및 착신자 ID정

보를 분석한다(S201).

  상기 분석된 발신자 및 착신자 ID 정보를 우선 순위 설정부(121)에 설정된 CoS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우선 순위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우선 순위 정보를 이용하여 VoIP 음성 압축 코덱(134)내 트랜스코딩 카드를 할당하게 된다(S202). 여기

서, 트랜스 코딩 카드를 우선 순위 정보를 이용하여 할당하는 이유는, 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압축율로 음성

데이터 패킷을 압축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가 높은 가입자의 음성 데이터 패킷은 압축율이 높은 크랜스 코딩

카드를 할당하여 압축된 음성 데이터 패킷의 전송율을 높여 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트랜스 코딩 카드의 예로서,

5.3kbps 및 6.3bps의 G.723.1 카드, 8kbps의 G.729 카드 및 G.729A 카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어모듈(120)은 상기 분석한 우선 순위 정보에 따라 해당 정보를 라우팅부(130)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트랜스코딩 카드가 할당된 상태에서, 할당된 VoIP 음성 압축 코덱(134)내 트랜스코딩 카드는 가입자 트렁크

카드(110)를 통해 수신되는 발신자의 음성 신호(PCM 부호화된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VoIP 패킷)으로 압축 변환한

후, 라우팅부(133)로 제공한다.

  라우팅부(133)는 VoIP 음성 압축 코덱(134)의 해당 트랜스코딩 카드로부터 출력되는 VoIP 패킷의 IP 헤더를 이용하여

발신자 단말의 IP의 목적지 단말의 IP를 분석한다(S203).

  따라서, 라우팅부(133)는 상기 분석된 발신자 및 목적지 단말의 IP 정보에 따라 설정된 포트를 통해 QoS 서비스를 수행

하게 되는 것이다(S204).

  결국,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은 라우터, 데이터 스위치 및 음성 교

환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가 용이하고 통일된 운용,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통적인 음성 단말이나 공중 전

화망 인터페이스 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며 단일 장비로써 기존의 음성 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와 각종 멀티미

디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기한 음성/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기존 키폰 시스템(Legacy Key Phone system)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응용하여 Caller ID(Tel Num, IP)와 Called ID(Tel Num, IP)를 기반으로 가입자별 VoIP CoS를 분류하고 이 분류

된 정책(Policy)을 기반으로 VoIP 패킷의 QoS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한 도 2 내지 도 6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예시에 불과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본 발명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교환

시스템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종 변화들 및 수정들이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통해 제안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권리 해석은 후술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 해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데이터 교환 시스템은, 기존의 음성 교환기에 라우터/데이터 스위치 모듈을 더하

여 음성 데이터 통합 스위치가 구현 가능하고, 데이터 스위치와 음성 교환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가 용이하며, 통일

된 운용,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음성 단말이나 공중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 접속이 가능하고 보통 사용자의 PC와 각종 서버의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음성 교환 시스템, VoIP 시스템, 데이터 스위치 및 라우터를 통합한 형태의 SOHO용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기존 음성 교환 시스템의 키폰 기능, VoIP의 트랜스코딩 기술, 라우터의 QoS 기능을 접목하여 기존

VoIP 시스템에서 제한적으로 구현된 QoS 기능을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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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우선 순위 설정부;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한 클래스 정보에 따른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음성 데이터 변환부;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상기 음성 데이터 변환부에서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

단말의 IP 주소로 라우팅하는 라우팅부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호의 성격(Local Call, Long Distance Call)에 따라 구분 설

정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의 전화번호 정보, IP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선택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출력 포트 정

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는,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호 처리 시그널링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가입자의 클래스를 확인하고, 확인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상기 음성 데이터 변환부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성 데이터 패킷 변환 카드 중 일 카드 및 해당 카드의 출력 포트를 할당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

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 변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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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에서 할당한 해당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음

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할당된 출력 포트를 통해 상기 라우팅부로 출력하는 음성 데이

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설정부는,

  상기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후,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라우팅부에 음

성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을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부에 설정되는 QoS 정보는,

  착발신 단말의 IP 정보 및 출력 포트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

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부에 설정되는 QoS 정보 중 IP 정보는, 우선순위(Priority), 음성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위한 사용 대역폭

(Banswidth) 및 사용 대역폭의 여유가 없을 경우 최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설정은, 해당 클래스의 사용자 수, 전체 VoIP 호 수에 따라 전체 대역폭을 계산하여 클래스별 대역폭을 차별

설정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장치.

청구항 10.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설정된 해당 가입자에 대한 압축 방식에 따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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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설정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상기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목적지 단말의 IP 주소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스 정보는, 호의 성격(Local Call, Long Distance Call)에 따라 구분 설정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의 전화번호 정보, IP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선택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출력 포트 정

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호 처리 시그널링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가입자의 클래스를 확인하고, 확인된 클래스 정보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성 데이터 패

킷 변환 카드 중 일 카드 및 해당 카드의 출력 포트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데티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단계는,

  상기 할당한 해당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음성 데이터 패킷으로 변

환하고,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을 할당된 출력 포트를 통해 출력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스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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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입자별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정보를 설정후,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변환된 음성 데

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을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QoS 정보는,

  착발신 단말의 IP 정보 및 출력 포트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

법.

청구항 1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IP 정보는, 우선순위(Priority), 음성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위한 사용 대역폭(Banswidth) 및 사용 대역폭의 여유가

없을 경우 최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설정은, 해당 클래스의 사용자 수, 전체 VoIP 호 수에 따라 전체 대역폭을 계산하여 클래스별 대역폭을 차별

설정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9.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 정보에 따라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가입자별 호처리 우선 순위 클래스 정보에 따라 수신되는 음성 신호의 음성 데이터 패킷 변환을 위한 음성

변환 카드 정보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클래스 정보 중 IP 정보 별로 상기 변환된 음성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라우팅을 위해 QoS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스 정보는, 호의 성격(Local Call, Long Distance Call)에 따라 구분 설정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

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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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되는 호 처리 클래스 정보는,

  가입자별 착,발신 단말의 전화번호 정보, IP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선택 정보, 음성 데이터 변환 카드 출력 포트 정

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QoS 정보는,

  착발신 단말의 IP 정보 및 출력 포트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

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IP 정보는, 우선순위(Priority), 음성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위한 사용 대역폭(Banswidth) 및 사용 대역폭의 여유가

없을 경우 최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설정은, 해당 클래스의 사용자 수, 전체 VoIP 호 수에 따라 전체 대역폭을 계산하여 클래스별 대역폭을 차별

설정하는 음성 데이터 통합 교환 시스템에서의 호 우선 순위 처리를 위한 클래스 설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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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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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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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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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521154

- 18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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