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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차세  통합망 환경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체감 품질이 하될 경우 체감 품질과 련된 QoS 라미터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어함으로써 품질 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 연동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RTCP와 같은 제어 패킷을 

통해 네트워크 계층의 QoS 라미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E를 평가한다. 이 게 평가된 QoE와 응용계층에서 측정된 QoE와 비교하여 기 값보다 낮을 경우 품

질 하로 단하고 이와 련된 QoS 라미터 도출  각 라미터의 상  요도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보를 토 로 QCS는 서비스 품질 제어 시스템(SCS)에서 각 라우터  스 치에 용하는 정책(policy)

의 기반이 될 수 있는 QoS 제어값 정보를 생성하여 SCS로 송한다. 이런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서비스 특성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향상된 품질의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심어 :∣멀티미디어 서비스∣QoS∣QoE∣NGN∣연동 제어∣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quality interworking control system to enhance user's quality 

satisfaction in NGN environment by controling QoS parameters related with QoE in network 

layer when service user's QoE using variance multimedia service is poor. The proposed system 

gathers QoS parameter information in network layer through control packet such as RTCP, and 

evaluates QoE of multimedia service using these QoS parameter information. Comparing the 

evaluated QoE with the measured QoE in application layer, QCS judges quality degradation, 

deduces related QoS parameters and decides relative importance of each parameter when QoE 

is lower than threshold value. QCS generates QoS control values which is based on routing and 

switching policy in srvice quality control system(SCS) and forwards them to SCS. Through this 

proposed system, service and network providers can provide multimedia services of enhanced 

quality to service users taking account of service characteristic and network performance.

 ■ keyword :∣Mltimedia Srvice∣QoS∣QoE∣NGN∣Interwork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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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NGN 통합망은 IP 기반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

크  통방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통합되고 있으며, 

통합망을 통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IPTV, 

VoIP  VoD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하

는 통합망 환경에서 서비스  네트워크 제공자는 서비

스 이용자의 충실도를 유지하기 해 실제 서비스 이용

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에 한 

객 인 정보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수많은 사용자를 

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 기존의 IP기반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 측정은 

국제 표  기구에서 권고하는 패킷 송지연, 송지연

변이(지터), 패킷 손실 등 네트워크 성능과 련된 지표

로 응용계층에서 평가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품질 만족

도를 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네트워크 계층의 품질 

지표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자 체감 품

질을 측하고 리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이 두되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자 체감 품질 평가  리

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품질  송 계층의 

성능 라미터들 간의 연동 제어를 한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감 품질을 측할 수 있

으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정책 설정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NGN 환경에서 QoS 제어를 한 

네트워크 구조의 표  동향  QoS/QoE 상 계에 

한 연구 동향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

스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제

안된 시스템의 세부 기능 구조와 체 인 동작 차에 

해 기술하 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에 한 시

험 결과에 해 분석한 후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언 한다.

II. 관련 연구 동향

이 장에서는 차세  네트워크 환경에서 QoS 제어  

리를 한 표  동향을 살펴보고 QoE 측정을 한 

QoS/QoE 상 계 분석을 한 연구 동향에 해 살

펴본다.

1. NGN에서의 QoS 제어 구조 
DSL(Digital Subscriber Line) 포럼은 DSL 속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자원 제어를 한 기능 구조  요

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DSL 네트워크는 속망에

서 상향 스트림에 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라우  기능이 있는 홈 게이트웨이는 

DiffServ(Differential Service)와 같은 QoS 제공 메커

니즘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을 분류하고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1].

ITU-T의 RACF(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2]와 ETSI의 RACS(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Sub-system)은 보다 일반 인 자

원 제어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RACF와 RACS의 QoS 

제어 구조는 모두 3GPP의 구조에 부합하며 3GPP는 이

동통신망에 새로운 서비스 구조를 개발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3GPP는 세션 제어, 서비스 제어  가입

자 데이터베이스 리에 있어서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제어할 수 있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개발하 다[3].

일반 으로 RACF와 RACS는 매우 유사하며 두 표

단체는 이 구조를 개발하기 해 력해 왔다. 이에 

두 구조간에 큰 충돌없이 연동이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제어 상  역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ITU-T는 NGN 구조를 기반으로 QoS 제어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ITU-T NGN 구조의 요한 개념은 

송 평면과 서비스 평면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4]. 

송 평면은 데이터  패킷 달을 처리  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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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 기능 등을 포함하며 서비스 평면은 서비스 

유형별 패킷 처리를 고려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제어  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그림 1]은 ITU-T의 

RACF 기능 구조를 보여 다.

그림 1. RACF의 기능 구조[2]

서비스 평면과 인 한 송 평면 내에는 송 제어 

기능이 치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정책  자원 가용 

여부를 기반으로 요청된 서비스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

며 수락된 서비스에 해 자원 할당을 한 네트워크 

기능 요소를 제어한다. 이에 RACF는 송 기능의 자원 

제어  서비스 수락 제어가 주요 기능이다.

네트워크의 송 기술에 있어 네트워크의 역( 근

망, 코어망)에 따라 서로 다른 QoS 제어 기법들이 고안

되었으며 QoS 제어 메커니즘은 크게 정 /동  기법으

로 나뉜다. 정  QoS 제어 구조에서 QoS 제어 정보는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정보 내에 장된다. 기 QoS 

설정은 네트워크 장비가 처음 설치되거나 리 시스템

이 변경될 경우 수행이 된다.

동  QoS 제어는 요청된 QoS에 따라 동 으로 제공

된다. 를 들어 VoIP(Voice over IP) 서비스는 능동

인 호 설정 시그 링에 의해 연결이 설정되며 네트워크 

자원 제어는 호 설정 시그 링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ITU-T와 ETSI의 QoS 구조는 서비스 평면과 송 평

면의 독립된 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응용계층

의 시그 링으로부터 요청된 QoS는 동 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송 계층 구조는 QoS 요청에 해 네

트워크 자원 약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5].

그러나 이런 QoS 제어 구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단

지 자원 리  서비스 수락 제어 기능만을 제공할 뿐 

응용계층에서 평가되는 이용자 체감 품질과 멀티미디

어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체감 품질을 고려한 미디어 품질  송 품질간 연동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2. QoS/QoE 연관성에 관한 연구 
QoE(Quality of Experience)는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서술하

기 해 도입된 용어이다. 낮은 수 의 QoE는 불만족

스러운 가입자들을 유발하며 IPTV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한 품

질 척도이다. QoE는 네트워크 성능 라미터뿐만 아니

라 비용, 신뢰성, 가용성, 근성 등 서비스 품질 라미

터와 함께 구성되어 나타난다. QoE가 특성상 비록 주

일지라도 서비스 품질 리를 해 QoE의 객

인 측정은 매우 요하다[7][8].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과 련된 네트워크 계

층의 품질 라미터(지연, 지터  손실 등)는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QoS 라미터와 서비스 계층에서 

측정될 수 있는 QoE 간의 상 계에 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QoS와 QoE 품질 요소간의 상 계에 한 연구는 

주 인 체감 품질 측정 방안의 한계성을 해결하고 보

다 객 인 QoE를 측정하기 해 진행되고 있다. 기

존 연구[6]에서 차세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표

인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IPTV 서비스에 해 네트

워크 성능, QoS 라미터  QoE 품질 항목간의 연

성 분석하 으며, QDF(Quality Deployment Function) 

기법을 이용하여 QoS 라미터와 멀티 디어 서비스 

특성(음성, 상  데이터)에 따라 QoE 항목의 상  

요도를 분석하 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네트워크 성능 품질 라미터와 

응용 서비스의 품질간의 연 성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체감 품질을 제어하기 해 QoS 

라미터와 QoE 항목간의 상 계 분석 결과를 이용

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을 통해 서비스 체감 품질

이 하될 경우 이 서비스와 련된 네트워크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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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에 한 QoS 제어값을 도출함으로써 최 의 네

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I. 제안 시스템의 동작 환경 및 전체적인 구조

이 장에서는 응용계층에서의 미디어 품질 변화에 따

라 능동 으로 QoS 라미터 제어값을 도출하여 서비

스 제어 시스템으로 송하는 제안 시스템의 구성과 그 

시스템의 동작 환경에 하여 기술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미디어 품질과 네트

워크 송 QoS 라미터간의 연동 제어 시스템(QCS; 

QoS Control System)의 동작 환경을 보여 다. 이 그

림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미디어 서버에서 IPTV  

VoD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며 이때 

미디어 서버는 사용자의 요구 품질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품질 제어 시스템(SCS; Service quality 

Control System)은 코어 네트워크에 치하여 요청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 요소

(라우터  스 치)에 알맞은 QoS 정책(policy)를 용

하며, 자원 리  수락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 제안된 QCS 시스템의 동작 환경

서비스 이용 단말(UE; User Equipment)은 미디어 서

버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신하며 서비스의 미

디어 품질을 모니터링하기 해 SVC(Scalable Video 

Coding) 단말 상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MQMS; 

Media Quality Monitoring System)이 놓인다. MQMS

에서 측정된 미디어 품질과 송 QoS와 련된 라미

터들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QCS를 통해 서비스 품

질 연동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SVC 단말 상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자 체감 

품질을 측정하기 한 모듈로서 음성  상 

MOS(Mean Opinion Score) 등을 측정하여 그 정보를 

QCS로 달한다.

1. 제안된 시스템의 세부 기능 구조 
미디어 품질  송 QoS 라미터간 연동 제어 시

스템(QCS)은 MQMS에서 측정된 서비스 체감 품질과 

네트워크 성능간의 매핑 계를 분석하기 해 네트워

크 제어 패킷 수집, QoS 라미터 측정, 서비스 품질 평

가, 품질 비교/분석, QoS 라미터 조정값 산출  달

을 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제안된 QCS 시스템의 세부 기능 구조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사용자 체

감 품질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능동 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QCS 시스

템 의 세부 기능 구성도를 보여 다.

QCS는 앞서 언 한 주요 기능을 수해하기 해 5 종

류의 모듈로 구성되며 내부 모듈간의 정보 달을 해 

4종류의 내부 인터페이스와 외부 시스템들과의 정보 

달을 해 3종류의 외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Qr은 제어 패킷 수신 모듈에서 수집된 패킷을 QoS 

라미터 측정 모듈로 송하기 해 사용되는 내부 인

터페이스이다. Qq는 QoS 라미터 측정 모듈에서 측정

된 QoS 라미터 정보를 미디어 품질 평가 모듈로 

달하기 해 구 된 내부 인터페이스이다.

Qe는 미디어 품질 평가 모듈에서 측  평가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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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품질 정보를 미디어 품질 분석 모듈로 송하기 

해 구 된 내부 인터페이스이며, 마지막 내부 인터페

이스인 Qc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련된 네트워크 

QoS 라미터를 QoS 조정값 송 모듈로 달하기 

해 사용된다.

외부 인터페이스인 Qb는 네트워크 QoS 라미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품질을 측하기 해 필요한 

역폭 정보를 MQMS로부터 수신하기 해 사용된다. 

Qu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 단말의 응용계층에서 

측정된 음성  상 MOS 정보를 QCS로 송하기 

해 사용되며, Qm은 QCS에서 도출된 QoS 라미터 조

정값을 SCS로 송하기 해 사용된다. 단말에 포함되

어 있는 QCS에서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패킷 수집 모듈은 인터넷 회선에 흐르는 망 제어 패

킷( :RTCP)을 수집한다. QoS 라미터 측정 모듈은 

수집된 패킷으로부터 QoS 라미터 정보를 획득하거

나 측정한다. 미디어 품질 평가 모듈은 측정된 네트워

크 QoS 라미터를 이용하여 재 이용 인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디어 

품질 비교/분석 모듈에서는 단말의 MQMS에서 측정된 

미디어 품질과 QCS에서 평가된 미디어 품질을 비교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미터 조정값 달 모듈

은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QoS 라미터 조정값을 

서비스 품질 제어 시스템(SCS)으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자세한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1 제어 패킷 수집 모듈
제어 패킷 수집 모듈은 그림 3의 세부 기능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5가지 기능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 세부 기능 요소를 보여 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장치 인터페이스는 회선으로부터 패킷을 수집하기 

한 장치(Ethernet Card)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패킷 

헤더 선행처리는 패킷 IP 정보에 따라 서비스 로우를 

구분한다. 제어 패킷 필터링 인터페이스는 패킷 IP 정

보에 따라 분류된 패킷 로우에서 제어 패킷을 필터링

한다. 패킷 장  달부는 수집된 제어 패킷을 임시 

장하고 QoS 라미터 측정 모듈로 달한다.

1.2 QoS 파라미터 측정 모듈 
QoS 라미터 측정 모듈은 제어 패킷 수집 모듈에서 

필터링된 패킷 정보를 통해 QoS 라미터 정보를 산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측정될 수 있는 QoS 

라미터는 네트워크 지연, 지터  패킷 손실에 한 정

보이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 라미터를 측정하

기 해 RTCP 로토콜이 많이 고려되고 있으며 그림 

4처럼 RTCP는 송수신간에 타임스탬 에 시간 정보

(NTP, LSR  DLSR 정보)와 패킷 손실(cumulative 

number of packets lost), 지터(interarrival jitter)등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킷을 통해 쉽

게 QoS 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RTCP 패킷의 SR(Sender Report) 패킷 정보
[11]

1.3 미디어 품질 평가 모듈
[그림 3]에서 미디어 품질 평가 모듈은 QoS 라미터 

측정 모듈로부터 재 이용 이 네트워크의 QoS에 

한 정보와 미디어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달

받은 역폭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디어 품질을 평

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재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상하는 

단계로 QoS/QoE 상 계에 한 분석 연구 결과가 

이용될 수 있다.

역폭 정보 수신부는 기 서비스 요청할 때 

MQMS에서 송되는 역폭 정보를 수신한다. QoS 

Value 산출부는  네트워크 QoS 라미터인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역폭 정보를 이용하여 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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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규화한다. 미디어 품질 평가부는 정규화된 

QoS value와 QoS/QoE 상 계 분석 결과를 토 로 

서비스의 체감 품질을 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2]. 

1.4 미디어 품질 비교/분석 모듈
미디어 품질 비교/분석 모듈 MQMS에서 측정된 음

성  상 MOS와 QCS에서 평가된 품질과의 비교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하

가 네트워크 QoS의 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멀티미디

어 서비스 품질의 수 을 복원하기 해 필요한 QoS 

라미터 제어값을 산출하기 해 미디어 품질 비교 기

능에서 산출된 상 품질의 오차값을 이용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특성(음성, 상  데이터 서비

스)에 따른 QoS 라미터(지연, 지터  패킷 손실 등)

의 상  요도를 차등 으로 용하여 우리는 QoS 

라미터의 조정값을 도출한다.

1.5 QoS 파라미터 조정값 전송 모듈
QCS의 마지막 모듈인 QoS 라미터 조정값 송 모

듈은 미디어 품질 비교/분석 모듈에서 도출된 QoS 

라미터 조정값을 장하고 SCS로 송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처럼 5가지 모듈의 유기 인 기능 결합을 통해 네

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은 체감 품질을 고려하여 네

트워크 QoS 수 을 최 의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QCS 동작 절차 
이번 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세부 처리 차에 

하여 기술한다. 기술에 앞서,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가 

단말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 QoS 라미터를 도출하기 해  

RTCP 로토콜을 이용하 으며, 이것은 다른 종류의 

제어 로토콜을 이용할 수도 있다.  

MQMS는 미디어 품질이 기 값보다 낮게 측정될 경

우 측정된 품질 정보를 로우 ID와 데이터 요구 송 

속도에 한 정보와 함께 QCS와의 공유 메모리에 장

하고 QCS가 동작하도록 트리거 정보를 달한다. 

그림 5. QCS 및 MQMS간 공유 메모리 구조

[그림 6]은 QCS 시스템의 동작 차를 보여 주며 세

부 동작 차는 다음과 같다. MQMS로부터 미디어 품

질 정보를 수신한 후 QCS는 RTCP 패킷을 이용하여 

해당 미디어 품질이 네트워크 성능에 의해 품질 하가 

발생하 는 지를 단하기 한 모드 선택 차를 거치

며 동  모드로 선택되면 RTCP 패킷 수집 단계로 넘어

간다.

그림 6. QCS 시스템의 세부 동작 절차

RTCP 패킷 수집 단계에서 QCS는 미디어 스트림 요

청 메시지에 의해 QoS 라미터 정보를 측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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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RTCP 패킷 수집을 시작한다. 회선으로부터 

미디어 로우에 포함되는 패킷들 에서 패킷 헤더의 

로토콜 타입을 이용하여 RTCP 로토콜을 필터링하

여 장한다.

QoS 라미터 측정 단계에서는 왕복지연시간, 지연

변이  패킷 손실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MQMS와

의 공유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송 속도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상 품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정규화된 QoS 

value를 계산하기 해 측정된 QoS 라미터  해당 

라미터의 가 치를 이용한다[12]. 이 게 계산된 

QoS value를 미디어 품질 지표와 QoS 품질 지표간의 

상 계를 통해 미디어 품질을 평가하여 MQMS에서 

측정된 미디어 품질(QM_value)와 QCS에서 평가된 미

디어 품질(QE_value)를 비교하여 QM_value와 

QE_value가 모두 기 값보다 낮다면 이는 미디어 품질 

하가 네트워크 성능 하에 의해 발생하 다고 단

하고 련 QoS 라미터 제어값을 도출하는 단계로 이

동한다.

미디어 품질(QE_value)이 QoS 라미터에 의해 

하된 경우 이와 련된 QoS 라미터를 도출하고 해당 

QoS 라미터들의 품질 하에 한 상  기여도  

조정값에 한 정보를 도출하여 SCS로 송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QCS는 미디어 품질 변화를 

네트워크 계층의 QoS 품질 라미터와 연계하여 네트

워크 계층에서 응용 계층의 미디어 체감 품질을 평가하

고 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

업자들은 QCS를 통해 미디어 품질을 서비스 이용자 입

장에서 능동 으로 네트워크 QoS 라미터를 재설정

함으로써 최 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IV.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체감 품질 변화에 따른 

QoS 조정값 산출에 한 실험 결과에 하여 분석하

다. [그림 7]은 제안 시스템의 실험을 해 구성한 네트

워크 구성도이다.

단말은 상 통화가 가능한 SIP 폰으로 X-Lite 공개 

소 트웨어 로그램을 이용하 다. 한 SIP 서버로

는 공개용 서버인 Brekeke SIP 서버[9]를 이용하여 간

단한 상 화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 다.

그림 7. 제안 방안의 실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X-Lite SIP 폰[10]은 서비스 제어를 해 RTCP 패킷

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QoS 라미터를 측정하

기 해 RTCP 패킷을 이용하 다. RTCP 패킷은 타임

스탬  정보를 이용하여 종단간 지연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터  패킷 손실에 한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다.

리 스(kernel 2.6 distribution support) 기반의 라우

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

연, 지터  패킷 손실을 발생시키기 해 네트워크 에

뮬 이터 명령어로 QoS 라미터 성능을 제어하 다. 

다음은 각 라우터에서 QoS 라미터(지연, 지터  패

킷 손실)을 발생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

용하 다.

#tc qdisc add dev eth0 root netem delay 1000ms

#tc qdisc change dev eth0 root netem delay 100ms 10ms 

#tc qdisc change dev eth0 root netem loss 0.1%

#tc qdisc change dev eth0 root netem loss 0.3% 25%

그림 8. QCS 구현 및 테스트 구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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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품질 제어 연동 시스템은 RTCP로부터 측정

된 QoS 라미터 정보를 이용하여 SIP 상통화 서비

스에 한 사용자 체감 품질을 측한다. 측된 품질

이 요구 품질 수 보다 낮을 경우 QCS는 SIP 상 통

화 서비스와 련이 있는 QoS 라미터의 가 치를 이

용하여 체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 QoS 

라미터 조정값을 도출한다.

표 1. QCS의 QoS 제어값 메시지 구조
1 Media Quality 

Management Struct  

 1 Message-Type String MQ-NOTI-ACK
 2 Session Struct  
  1 Protocol String 0, Tcp/6, udp/17, etc
  2 Source-address String  
  3 Source-port String 0, etc

  4 Destination-addr
ess String  

  5 Destination-port String 0, etc

 3 Weight for Bandwidth String 퍼센트값, ‘%’   기호 제
외

 4 Relative Forward 
Bandwidth String

기존값을 100%로 할 때, 
 변동값의 +/- 퍼센트값, 
‘%’ 기호 제외

 5 Relative Backward 
Bandwidth String

기존값을 100%로 할 때, 
 변동값의 +/- 퍼센트값, 
‘%’ 기호 제외

 6 Weight for Delay String 퍼센트값, ‘%’   기호 제
외

 7 Relative Delay String
기존값을 100%로 할 때, 
 변동값의 +/- 퍼센트값, 
‘%’ 기호 제외

 8 Weight for Jitter String 퍼센트값, ‘%’   기호 제
외

 9 Relative Jitter String
기존값을 100%로 할 때, 
 변동값의 +/- 퍼센트값, 
‘%’ 기호 제외

 10 Weight for Packet 
loss String 퍼센트값, ‘%’   기호 제

외

 11 Relative Packet Loss String
기존값을 100%로 할 때, 
 변동값의 +/- 퍼센트값, 
‘%’ 기호 제외

[표 1]은 QCS에서 SCS로 송되는 QoS 라미터 제

어값 메시지 구조를 보여 다. 본 메시지는 해당 로

우를 구분하기 한 세션 정보를 포함하고 QCS에서 고

려하는 QoS 라미터( 역폭, 지연, 지터  손실)의 상

 요도 정보와 QoS 제어값 정보를 SCS로 송하

게 된다. [그림 9]는 QCS로부터 도출된 QoS 라미터 

조정값을 보여 다. 여기서 QoS 제어값은 기 서비스 

요청시 요구한 QoS 품질 수 에 한 백분율을 의미하

며, QoS 품질 요구 수 은 ITU-T Y.1541[13]에서 권고

하는 기 을 따랐다.

이처럼 QCS로부터 SCS로 QoS 라미터의 조정값

이 달되면 SCS는 체감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네트

워크 구성요소인 라우터  스 치의 QoS 정책

(policing, shaping and DSCP)을 능동 으로 변환하여 

용하게 된다.

그림 9. QCS의 QoS 파라미터 제어값 산출 실험 결과

V.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차세  통합망 환경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계층에서

의 성능 하로 인한 서비스 체감 품질에 한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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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방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 환

경을 최 화시키기 한 미디어 품질  송 QoS 연

동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서비스 이용자의 체감 

품질을 만족시키기 해, 우리는 미디어 품질 하에 

따라 송 QoS 라미터를 능동 으로 제어할 수 있는 

품질 리 시스템을 고안(디자인)하 다. 제안된 시스

템을 통하여,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는 서비스 이

용자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

속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품질 제어를 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품질 라미터 특성과 네트워크 QoS 라미터간의 상

계에 한 분석이 요구되며, QCS에서 도출된 QoS 

제어 value를 네트워크 구성 요소(router, switch 등)에 

어떻게 용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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