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13 

Abstract      
 
Softswitch is the core BcN equipment which voice and 

multimedia switching based on the IP Technologies.  It is 

designed to replace the Class 5(local Exchange) and Class 

4(Toll Exchange) switch based on the circuit wired and 

wireless switching network technologies. Softswitch gets its 

name because typically it is a software based solution 

implemented on general purpose computers/servers. While the 

traditional PSTN switches are rely on dedicated facilities for T 

and S inter-connection and are designed primarily for voice 

communications. Packet based Softswitch is divided the control 

of call and bearer, very different from Public telephone network. 

Sometimes Call Agent or Media Gateway Controller, a key 

component in the VoIP solution, is also called Softswitch. This 

paper will suggest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softswitch for 

performance in call processing part, also suggest the session 

management model to cover call setup latency. 

 
 

I. 서론 
 

멀티미디어 통신이 최근 NGN(next Generation Network – 

차세대 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급성장 하고 있다.  하나

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영상, 음성, 문자까지 언제 어디

                                                           
 

서나 통화할 수 있는 기술이 표준화됨에 따라 향후 제

공될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 차원을 넘어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통신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부가 서비스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대비하여 IT839 전략에서 8 대 신규 

서비스로 인터넷 텔레포니를 포함시키고 3 대 첨단 인프

라 구축으로 광대역 통신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소프트스위치는 

시범 망을 운용 중이며 일차적으로 음성 서비스를 대체

하고 있다. 인터넷 텔레포니(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음성 전화망을 스위칭(호 제

어)부와 전송(베어러)부로 분리할 필요가 존재하여 미이

어 게이트웨이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콜 에이젼트로 

분리하여 VoIP 표준활동이 전개되었다. 콜 에이젼트는 

POTS 전화를 제어할 수 있는 MEGACO MGCP, 망간 중

계를 위한 ISUP,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SIP 

과 H.323, IP 망을 매개체로한 SIP-T, 그리고 기존망과 

호환을 위한 PRI, ISDN, BICC, R2, 지능망을 위한 INAP, 

이동망 연동을 위한 MAP 등 현존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스위치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스위치는 현재 운용중인 CDMA 망을 VoIP 망으로 

대체하기 위한 요구(Wireless SoftSwitch)도 받아들였으며, 

3GPP/3GPP2 의 IMS 표준규격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IEEE 의 이동성이 보장된   와이브로 망에서의 호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센서, Ad-Hoc, RFID, 홈네트웍 통신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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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기 위해 VoIP 망과 연동이 요구 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위칭 제어 서버로도 사용되어야 하며 방송망

과 전화망을 연계하여 융복합화가 이루어져 서비스 될 

것임을 대비하여 차세대 BcN 망에서 소프트스위치는 핵

심 스위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소프트스위치의 구조는 실시간 분산처리 구조로 되

어야 하며 향후 새롭게 출현될 프로토콜을 유연하게 호

처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프로토콜 확장성을 위한 소

프트웨어 아키텍쳐와 이와 더불어 성능 및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선 교환망과 패킷 망을 연

동하기 위한 소프트스위치의 호처리 제어 구조는 성능 

및 용량의 확장성을 위한 분산구조,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이중화 구조, 다양한 멀티미디어 프로토콜을 융합하

는 반 호(Half Call) 구조의 요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상위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호처리부에서는 시스템의 내부-외부 

부하 분배 및 세션 관리를 살펴 보고 호처리 소프트웨

어에서 트래픽이 높은 경우에도 호 설정 평균 시간(Call 

Setup Latency)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링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 결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선발한다. 

 

II. BcN 망에서의 SoftSwitch 
 

소프트스위치는 분산처리 구조의 교환 지능 계층

(Switching Layer)과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이 구분되

어 있는 계층형 구조(Hierarchy Architecture)이다. 전송 

계층은 패킷의 전달 및 부가장비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 교환 지능 계층은 전송 계층의 서비스 처리를 제

어하는 구조로 구분되어 있어, 교환 지능 계층과 전송 

계층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소프트스위치 구조에서 교환 지능 계층을 지능 관리 플

랫폼이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지능 관리 노드로 구성

되며, 각 지능 관리 노드는 시스템 관리, 호처리, 방화

벽(Fire Wall), PSTN 통신 서버 기능이 포함된다. 소프트

스위치가 제어하는 전송 계층은 PSTN 과 IP 망에서 데

이터 전송을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나 안내방송 관련 

및 VMS(Voice Mail Server) 등이 포함된다. 

호 서비스는 소프트스위치 내에서 지능 관리 노드의 로

컬 SCP 나 SS7 을 통한 PSTN 망에서의 SCP 및 응용 서

버에 존재하며 소프트스위치는 호처리는 이와 상호연동

을 한다. 

 

그림 1. BcN 망에서의 Softswitch 

소프트스위치는  PSTN 과 패킷 네트웍 간의 입중계 호

와 출중계 호 및 음성 호, 영상 호, 데이터 호, 팩스 호, 

모뎀 호, 지능망 호 및 번호 번역, QoS 를 위하여 그림 2

와 같이 크게 네 부분의 호처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PSTN 인터페이스부의 경우 소프트스위치 내에서 통합 

신호 노드를 내장하고 있어 SS7 ISUP 호처리와 지능망 

호처리를 위해서 SS7(Signaling System 7) 의 TCAP 과 

SCCP 프로토콜을 처리한다.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부의 경우 미디어 게이트

웨이 제어를 통해서 종단점의 호 생성, 삭제, 수정, 감

시하기 위한 MGCP - MEGACO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미

디어 서버의 자원 즉, 안내방송 및 쌍방향 음성 응답, 

회의, 음성인식, 음성-문자변환,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특수자원을 MGCP - MEGACO 프로토콜로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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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ftSwitch 의 신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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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H.323 인터페이스부는 인터넷 단말이나 SIP 서버, 

H.323 게이트키퍼, H.323 게이트웨이의 역할과  SIP 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 H.323 과 SIP-T 를 이용한 

소프트스위치간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소프스위치가 

H.323 게이트웨이로 동작하기 위해서 외부의 게이트키

퍼에 RAS(Registration, Admission and Status) 기능을 이용

하여 H.323 게이트웨이로서 인증 등록을 하는 구조이다. 
번호번역 인터페이스부는 모든 소프트스위치에 존
재하는 번호번역 루틴을 번호번역 서버에 위탁하

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지게 하는 구조

이다. 
 

III. SoftSwitch 에서의 호 제어 구조 
 

소프트스위치는 멀티미디어 및 중계호 연결 설정을 위

하여 안내방송 장치인 미디어 서버, 서비스 제어를 받

기 위해 응용 서버 등과 POTS 호처리를 위해 미디어 

서버, 중계 호 시그널링을 위한 시그널링 서버등과 표

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신규 서비스의 적용 및 교환기가 필요로 하는 

기능의 추가 및 변경이 용이 하도록 아키텍쳐는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 분산처리의 특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개방형 OS 들을 채택

하는 경향이 확연하며 가격 및 성능에서 우수한 리눅스

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리눅스 플랫폼이 갖춰야 할 

특성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마운트 가능한 랙 및 셀프

(shelf) 구조, 보드의 교체를 쉬어야 하며, 이더넷 스위

치가 내장되어 IP 이중화 기반의 통신 경로 구성, 고장

시 이에 대한 알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메시지 분산을 위한 노드 구조 
 

소프트스위치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들은 크게 시그널

링 스위칭과 베어러를 위한 것들로 구분되며, 용량 및 

성능의 가변을 위해서 분산구조를 수용한다.  시그널링 

스위칭 프로토콜(SIP, SIP-T, H.323, CCF/SSF)은 서로 상

이한 프로토콜로 가입자간 미디어가 통신하거나 중계를 

위한 루트 설정하는데 사용되고, 베어러 프로토콜

(MGCP, MEGACO, SIP)은 실시간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베어러의 설정 및 안내방송, 디지트 입력, 다자간 통화 

제어에 사용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분산 구조에서 각 노드들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용량 성능에 따라 증감설이 운용 중에 

될 수 있다. 또한 각 노드간 하드웨어, 이더넷, 프로세

스 이중화(Active/Standby, Primary/Backup)가 지원되어 안

정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Load Sharing Node  

부하 분배 장치는 시스템 외부 패킷 네트워크로부터 수

신된 모든 패킷 트래픽을 메시지 기반으로 NAT 노드로 

분배한다. 외부 망으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패킷을 소프

트스위치 시스템 내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고성능, 대용

량 로드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부하 분배 노드는 소

프트스위치를 대표하는 IP 주소(IPv4 or IPv6)를 외부 패

킷 네트워크에 제공한다. IPv4/6 에서 구현된 시스템의 

경우 IPv6/4 로 변환하기 위해 듀얼 스택 및 외부 망과

의 터널링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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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ftSwitch 의 하드웨어 아키텍쳐 

 
 NAT Node (내부 부하 분배 노드) 

NAT 노드는 외부 부하 분배 노드로부터 수신한 패킷 

트래픽을 호 기반으로 내부 호처리 노드로 분배한다. 

동일한 호에 속하는 모든 시그널링 메시지를 동일한 프

로세서 노드로 분배하기 위하여 시그널링 프로토콜 별

로 호 세션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개인 Private IP 주소를 

Public IP 주소로 번역하거나 Public IP 주소를 Private IP 

주소로 번역하는 망 주소 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을 제공한다. 

 
CP Node(호처리 노드) 

호처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16 

호처리 프로세싱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호처리 노드는 

호 제어, 번호 번역, 연결 제어, 기본 부가 서비스 운영, 

라우팅, 게이트웨이 관리, 호 내역 기록 생성, 통화량 

관리와 같은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C4 DB Node(중계 자원 관리 노드)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상태 및 각 보드, 종단점(End 

Point)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계선의 상

태와 부가 정보들을 호처리 모듈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5 DB Node(가입자 자원 관리 노드) 

가입자의 회선상태와 가입자의 부가 정보들을 호처리 

모듈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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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지능망 기반의 호처리 흐름도 

 

위의 그림에서 가입자 인증 기능을 모두 마친 SIP, 

H.323 의 시그널링이 IWF(Inter Working Function)를 통하

여 프로토콜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세부적인 메

시지 필드들이 상호 변환도 발생하며 프로토콜 메시지

의 호처리 순서도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IWF 는 SIP, H.323, ISUP, POTS, PRI, R2 등이 조합 

될 수 있음으로 공통 핵심부가 요구 된다. 이러한 공통 

핵심부는 지능망 호처리 모델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호

처리 및 부가서비스를 위해 검토 어 질 수 있다. 변환

될 프로토콜들은 하나의 반 호로 구성이 되며, 반 호는 

프로세스 내부 혹은 호처리 노드, 동질의 시스템에 위

치될 수도 있다. 지능망 BCSM 의 반 호 모델을 기본으

로 하면 지능망 트리거를 통해 부가 서비스 제어를 

SCP 나 AS 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다. H.323 과 

SIP 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임으로 SCP 의 제어를 받을 

경우 미디어에 대한 제어는 음성 제어와 동일하게 취급

되어 AS 의 제어를 받은 것이 좋다. 

 

3.2 성능 향상을 위한  메시지 큐잉 및 
쓰레드 운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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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처리 프로세서의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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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처리 프로세스는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들을 순서

적으로 혹은 동시 수행이 필요하여 멀티쓰레드로 동작

한다. 위의 그림은 호처리 프로세스 내부에서 멀티 플

렉싱을 통하여 큐잉하는 메시지의 처리 및 큐잉된 메시

지의 처리는 각각 다른 쓰레드에서 운용된다. 쓰레드 

풀은 큐잉된 메시지의 처리에만 사용되며 4-8 개가 효율

적이다.  큐잉된 메시지의 처리 이후 부분의 프로세싱

에 많은 시간적 비용이 소요됨으로 이의 설계가 시스템

의 호 설정 시간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

의 설계는 전체적인 호처리 프로세싱을 하나의 쓰레드

로 동작하게 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과 하나의 쓰레드

를 해당 세션에게만 적용하여 복수개의 쓰레드가 동시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큐잉 이후의 호처리를 쓰레드 풀의 여러 쓰레드 

중 하나의 쓰레드만 이용하는 것으로 각 세션의 진입 

전에 글로벌 상호 배제에 대한 잠금(Global MutexLock)

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큐잉 이후의 호처리에서 각 

세션의 진입 점에 각각의 상호 배제에 대한 잠금을 하

며 멀티 세션에서 멀티 쓰레드로 동작하며 하나의 세션 

내에서는 하나의 쓰레드만 동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메

시지의 긴급성에 따라 일반적인 호처리메세지와 상태 

관련 메시지는 우선 순위를 분리하여 큐잉하여 우선 순

위가 먼저 처리되도록 WFQ(Waited Fair Queuing) 방식을 

사용한다.  

 

전자의 방식은 공통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에 

아주 유용하며 NonBlocking 방식에서 효과적이다. 후자

의 경우 공통 자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노드에서 이루

어 지거나 Blocking 방식에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

능을 유지하면서 동작 할 수 있다.  두 방식의 장단점

을 살펴보면 아래 테이블과 같다. 

 
 Global MutexLock Session MutexLock 

장

점 

-NAT 노드에서 효과적

으로 적용 가능함 
 
-구현이 단순하여 메시

지 전송이 많은 노드에

서 효과적임 
 
-문제점 발생시 원이 
규명이 쉬움. 
 
 

-멀티 호처리에서 호 
설정 시간에 효율 
 
-멀티 CPU 노드에서 
OS 의 쓰레드 스케쥴

링에 영향을 적게 받

으며 성능은 향상 
 
-Blocking, NonBlocking 
전송 모드에서 모두 
동작 가능 
-호처리 노드에서 효

과 적임 
 
-각 타이머의 구동 및 
타이밍 아웃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처리 가능 
 
-하나의 세션에서만 
쓰레드 문제가 발생하

고 시스템 전체에 영

향을 주지 않음. 

단

점

 
-멀티 CPU 환경에서 
OS 의 쓰레드 스케쥴링

에 따라 CPU 의 활용도

에 차이가 발생함 
 
-NonBlocking 모드로 
메시지 전송이 어려움 

-구현 및 설계가 복잡
 
-문제점 발생시 원인 
규명이 어려움. 
 

도표 1. 쓰레드 운용 기법의 장단점 

 

3.3 성능 측정 
 

소프트스위치 시스템의 호처리는 메시지의 인입 및 이

의 해석 그리고 세션 내에서의 시그널링 및 데이터베이

스의 접근, 번호 번역, 게이트웨이 제어, 안내방송 제어,  

대역폭에 의한 호 제한, 우선순위 메시지 처리, 이동망

에서의 루트 결정, 지능망 서비스 연동, 번호 이동성, 

메시지의 송출과 과금 및 통계 정보의 생성 등으로 이

루어 진다. 하나의 기본 호는 발신과 착신으로 이루어

진 두 개의 반 호로 구성되어 호처리 내부에서 싱글 쓰

레드와 세션별 멀티 쓰레드로 동작하도록 하여 노드의 

CPU 부하 및 호 설정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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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멀티쓰레드 기법의 호 설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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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호처리 프로세스는 메시지 입출력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OAMP 등의 처리는 각각의 담당 쓰

레드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순수 호처리에서 싱글 쓰

레드 및 멀티 쓰레드로 동작시켜 호 설정 대기 시간을 

시험 측정한 결과 세션별 멀티쓰레드의 아키텍쳐가 

30% 이상의 호 설정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IP 망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텔레포니 망에서 소프트 스위치의 호 설정 시간을 개선

하기 위해서 호처리 구조가 중요한 성능 요소가 됨을 

알아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BcN 망에서의 소프트 스

위치의 위치 및 분산 호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모델링, 

멀티 미디어 부가서비스를 지능망으로 제어하기 위한  

 호처리 아키텍쳐,  성능 향상을 위한 가중치 메시지 

큐잉 및 각 세션에 대한 멀티쓰레드와 Mutex Lock 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제안된 방법은 시스템에서 호 설정 

시간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분산처리의 시스템 설계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큐잉 및 멀티 쓰레드 설계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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