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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1-6-16

HSDPA 환경에서의 u-Healthcare 서비스를 위한

무선 데이터 품질 측정 방안 연구

A Study on Wireless Data Quality Measurement Method

 for u-Healthcare Service in HSDPA Environment

윤성열*, 박석천**

Sung-Yeol Yun, Seok-Cheon Park

요  약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무선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유선에서의 한계점을 넘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특
히, 이를 이용한 u-Healthcare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선 데이터 
망의 품질 보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유선망에 대한 종단간 품질관리만을 집중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무선망에 대한 품질관리 연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연구로 u-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받는 무
선 데이터 망 사용자의 품질 보장 및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인 무선 환경을 고려한 무선서비스 품질측
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무선데이터 품질 측정 지표 및 기준을 선정하였고, 품질 측정 평가 방안을 서비스
별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서비스 별로 품질지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wireless dat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ppearing before the footlights crosses the 
limit in the wire and develop into the fast speed. Particularly, the issue about the u-Healthcare service using 
this increases.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quality guarantee of the wireless data network is important for the 
smooth service providing. However, the quality control research about the wireless network is insufficient 
because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s the quality control between the termination about the wired network 
continually. This paper presented the mobile service quality measurement reference considering the radio 
environment,that is the method for satisfying the quality guarantee of the wireless data network user offered the 
u-Healthcare service as the research about this and user needs. For this purpose, wireless data quality 
measurement indicator and standard was selected. The quality measure evaluation plan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service. And each service presented the quality index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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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각 받고 있는 네트워크 인 라 산업의 핵심인 

무선 데이터 통신 인 라는 유선에서의 한계 을 넘어 

서비스 간 상호 통합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는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디바이스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합 네트워크 시 에 가까워 질 

것이며, 이에 한 필수 기술로 무선 통신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무선 통신 기술은 과거에서부터 속도로 발

하 고, 재는 4G 기술인 무선 인터넷 기반 기술인 

WiBro(Wireless Broadband)와 이동 화 기반 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를 심

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이용하여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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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를 이용한 u-Healthcare 서비스 등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Healthcare 서비스를 한 무선 통신 기술에

서의 가장 요한 고려사항으로 사용자의 체감 품질 보

장에 한 이슈가 두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유선망에 

한 종단간 품질 리  개선에 집  수행하고 있어, 무

선망에 한 품질 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선 환

경에서의 의료정보 교환은 무선 매체를 사용함에 따라 

유선 환경과 달리 주 수 간섭, 페이딩, 높은 에러율 등과 

같은 다양한 성능 감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각 

무선망에서의 서비스 품질 리를 해서는 개별 인 무

선망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 리가 필요하다. 한, 서비

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리 경향이 사업자 

심의 망 품질에서 이용자 심의 체감품질 보장으로 변

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련 기 들에서도 최종 사용자 

의 품질지표와 기 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무선 단말기

를 사용하는 u-Healthcare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상되는 HSDPA의 무선 데이터 품질 측정을 

해 국제 표 화 기구(3GPP, GSMA 등)에서 제시한 주요 

성능 지표를 통해 HSDPA 서비스 품질기 을 도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련연구로 

HSDPA와 무선 QoS 기술  무선 품질 리 기술 표

화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HSDPA 환경에서의 무선데이

터 품질 측정 방안으로 품질 지표  기 의 선정 근거와 

품질 측정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HSDPA 

환경에서의 품질 지표  기 으로 의료정보 음성서비스, 

의료정보 음성스트리 서비스, 의료정보 VoD서비스, 의

료정보 데이터서비스, 네트워크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마

지막으로 5장은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HSDPA

HSDPA 서비스란 비동기식 방식인 WCDMA가 진화

한 기술로써 하향 링크에서 최  14.4Mbps(기지국 기 )

의 송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기반의 무선 인터넷에 

한 이용자 편의성과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재 무선통신 련 기업, 연구소, 국제 표 화 기구들

은 최  데이터 송 속도 1Gbps와 고속의 이동성을 제

공하는 차세  무선 통신망 진화를 해서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HSDPA에서는 송 효율의 증 를 해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와 H-ARQ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기법을 용하고 있으며, 스 러 기능

을 추가하여 빠른 채  응을 수행하도록 하 다.

AMC 기술은 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리 정의된 

MCS(Modulation and Coding Selection) 벨  가장 

합한 송 방식을 결정하는 링크 응 기법이다. 

HSDPA에서는 효율 인 AMC 동작을 해 QPSK와 

16QAM 변조 방식이 사용되고 코드율 1/3인 터보 코드

를 효율 으로  펑쳐링하여 다양한 MCS 벨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채 의 품질을 송신측에 달하기 

해 CQI(Channel Quality Indicator)를 상향으로 보내게 

된다.

H-ARQ는 MAC 계층의 오류 제어 기법인 ARQ와 물

리계층의 오류 제어 기법인 채  코딩을 결합한 기술로 

재 송 회수를 감소하여 시스템 용량을 증  시키는 기

술이다. 

HSDPA와 기존 WCDMA와의 커다란 차이 은 

WCDMA는  상태에 계없이 통신 속도가 일정한

데 반해 HSDPA는  상태에 따라 속도에 변화가 많

다는 이다. 즉, 옥내에 HSDPA용 IMCS(In- building 

Mobile Communication System) 기지국을 설치하는 경

우에 기지국 바로 과 같이 상태가 우수한 곳인 경

우 통신 속도가 14Mbps, 기지국 주변의 상태가 비교

 양호한 장소에서는 7~8Mbps, 그리고 셀 주변지역과 

같이 잡음이 많은 장소에서는 2Mbps 정도로 떨어진다. 

이처럼 통신 속도가 크게 변화하는 주된 이유는  상

태에 따라 2ms마다 변조방식이나 부호화 율을 제어하기 

때문이다[2]. 

2. 무선 QoS 기술

HSDPA의 음성 화와 상 화는 기존 서킷기반의 

기술을 이용한다. HSDPA의 요구형 비디오와 같은 멀티

미디어 서비스  무선 인터넷 속은 패킷기반의 기술

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지표  기 은 다른 무선 데이

터 서비스와는 다르게 구분하여야 한다. 

HSDPA는 그림 1과 같이 제어국(RNC)은 HSDPA 서

비스를 한 무선자원 할당, 어드미션 제어, QoS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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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동단말의 이동성 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무

선자원 리를 수행한다.

그림 1. HSDPA 무선자원 관리 구조 
Fig. 1. HSDPA wireless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

기지국은 제어국의 무선 자원 리 정책을 수행하기 

해서 HSDPA 서비스 송속도를 무선 링크 상태에 따

라 조 하는 링크 응화, 패킷 송 력, 채  코드, 시

간 등의 자원을 조 하는 패킷 스 링, 사용자의 안정

인 데이터 수신을 한 력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 HSDPA의 QoS 관리 구조
Fig. 2. HSDPA QoS management structure

특히 HSDPA의 무선자원 리 구조에서 QoS 리는 

달망(핵심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정책에 따라 동작한

다. 달망에서 정의한 트래픽 클래스, 트래픽 처리 우선

순 , 보장 비트율 등의 서비스 정책을 제어국으로 송

하면, 제어국은 달망의 정책을 반 하여 스 링 우

선순  표시자, 보장 비트율, 포기 타이머 값을 기지국으

로 송한다. 그림 2는 HSDPA의 QoS 리 구조이다.

3. 무선 품질 관리 기술 표준화

GSMA(GSM Association)은 주로 이머징(Emerging) 

서비스와 마켓(Market)을 으로 하는 GSM 회로써,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EDGE(Enhances 

Data Rate for GSM Evolution), WCDMA와 HSDPA 기

술 기반의 3GSM(The Third Generation GSM Service)

와 같은 무선 통신 표  기술의 개에 한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GSMA에서 말하는 QoS 개념은 ITU-T(Rec. E.800)

에서 명시한 서비스 사용자가 결정하는 서비스 성능의 

만족 수 인 QoS 정의와 사용자간 통신에 련된 네트

워크에서 제공해주는 능력인 네트워크 성능개념을 반

하여 그림 3과 같이 QoS와 NP와의 계를 표 하 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 만족은 기술 인 측면과 

비기술 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GSMA는 사용자 

만족과 계된 네트워크 성능과 터미  성능 등의 기술

인 측면에 주로 QoS 을 두고 있다[3].

그림 3. QoS, NP, 사용자 만족간의 관계  
Fig. 3. The relationship of QoS, NP, and customer 

satisfaction

4. u-Healthcare

u-Healthcare의 서비스는 다양한 범 로 해석될 수 있

다. 특히, 무선망에서 제공되는 u-Healthcare의 의미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나타내는 PHR(Personal Health 

Record) 리 서비스,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 진료 서비

스, 교육용 의료 상 제공 서비스 등의 표 인 서비스

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u-Healthcare 서비스는 개인 단말기를 통해 

의료 정보  컨텐츠를 송·수신 하는데, 최근 확산된 4G 

기술을 사용하면 고용량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주고받

거나, 더욱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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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SDPA 환경에서의 u-Healthcare를
    위한 무선데이터 품질 측정 방안

1. 품질측정 지표 및 기준 선정 근거

품질지표 분류 기 을 로토콜 , 네트워크 , 

기타로 구분하여 품질지표 테이블로 작성하 다.

로토콜 은 OSI 7 계층을 반 하여, 조사된 품질

지표  5 계층 이상을 응용계층으로 분류하고, 송계층

(4 계층), 네트워크 계층(3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2 계

층), 물리계층(1계층)으로 분류한다.

네트워크 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속성을 반 하기 

해서 기존 유선망과 차별화된 망 구간인 무선 이동구

간(RF구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한 네트워크 

품질지표 선정 원칙은 애 리 이션(서비스) 입장에서 

품질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우선 으로 선정하고, 

정부입장에서 사용자 체감품질 보장을 해서 정책 으

로 활용 가능한 항목을 반 하여 수행한다.

기타는 품질에 향을 주지만, 품질지표보다는 라미

터에 가까운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품질지표 테이블을 

작성한다. 

2. 품질 측정 및 평가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SDPA 환경에서의 무선 데이

터 품질 측정 방안은 다음의 무선 품질측정 평가 참조모

델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는 품질측정·평가 참조모델

이다.

그림 4. 품질측정․평가 참조모델
Fig. 4. Quali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reference model

가. 음성 서비스

음성 서비스는 주로 의사와 환자 간의 화 등을 할 

때 이용되며, 이때 이용되는 서비스는 주로 VoIP 서비스

가 된다. 이에 한 측정 지표는 4가지로 구분된다. 서비

스 지표로는 R-value와  음성 MOS, 네트워크 지표로는 

One Way Delay, Jitter, Packet Loss, BPS가 있다. 무선

구간 품질 지표는 Download Packet Rate와 Upload 

Packet Rate가 있으며, 호 련 지표는  호 성공률이 있

다. 

나. 영상(VOD) 서비스

상 서비스의 경우 의료 련 교육 컨텐츠 송·수신 

이나 화상진료 등에서 사용되는 VOD 스트리 과 상 

화 서비스 등이 있다. 그  VOD 스트리 에 한 측

정 지표는 3가지로 구분된다. 서비스 지표는 Blockiness, 

Blurriness, Jerkiness, 상 라미터 값들의 송신 상 

비 열화 정도, FPS, 해상도가 있다. 네트워크 지표는 

One Way Delay, Jitter, Packet Loss, BPS가 있으며, 무

선구간 품질 지표는 Download Packet Rate와 Upload 

Packet Rate가 있다. 

다.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정보 교환  각종 일반 인 데

이터를 송·수신 할 때 사용된다. TCP 통신과 PING을 

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다음의 3가지의 측정 지표를 가

질 수 있다. 서비스 지표로는 TCP Through put, PING 

RTT, PING Loss가 있고, 무선구간 품질 지표는 

Download Packet Rate,  Upload  Packet Rate가 있으며, 

치 정보(휴 폰 타입 측정 소 트웨어 경우) 지표의 경

우는 GpsOne 방식의 휴 폰 치 정보가 될 수 있다. 

Ⅳ. HSDPA 환경에서의 u-Healthcare를 
   위한 무선 데이터 망 품질 지표 및 기준

본 장에서는 HSDPA 환경에서의 각 서비스별 품질 지

표  기 을 국제 표 화 기 에서 제시한 서비스 클래

스를 반 하여 세부 응용서비스별로 제시하며, 품질 지

표별 기  값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제시하 다
[4,5,6,7,8,9].

첫째, 표 화 기 에서 제시한 기  값을 제시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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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표 인 3GPP에서 제시한 최종 사용자 에서의 서

비스 품질기  값을 사용하 고, 함께 제시되는 망 성능 

기  값을 사용하 으며, GSMA에서 제시한 SLA 가이

드라인 수치를 사용하 다. 

둘째, 표 화 기 에서 제시한 기  값이 없는 경우, 

련 사례를 활용하여 기  값을 제시한다. 정보통신서

비스 평가 의회에서 품질측정 기 으로 이용한 수치 

는 무선사업자 사례를 활용한다. 

1. 음성서비스 품질지표

음성서비스의 품질지표는 우선 음성 송 품질을 의

미하는 MOS가 주 지표가 되는데, MOS는 ITU-T P.800

에 명시된 서비스의 품질 모델이고, 주  평가방법이

므로 객 성 확보를 해서 GSMA의 경우는 음성 품질

을 PESQ(Perceptive Evaluation of Speech Quality)를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GSMA PRD IR.42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 통신지역, 이동속도, 송 에러 등에 의해서 

MOS 수치가 다양하므로 사용자의 이동성을 고려한 시

간 지연, 지연 변이, 정보손실 지표가 요구된다. 표 1은 

HSDPA 실시간 이동 화서비스 품질지표  기 을 제

시하 다. 

표 1. HSDPA VoIP서비스 품질지표 및 기준
Table 1. A VoIP service quality indicators and 

standards in HSDPA

분류 지 표 명 기 

호설정
설정 시간 < 4.75s

속 성공률 ≥ 90 %

호 단
단률 ≤ 2.5%

속 완료율 ≥ 97.5%

음성

품질

MOS 2.7 ~ 3.5

단 단 단방향 

지연

S < 150ms

A < 400ms

지연 변이
S < 1ms

A < 1ms

정보 손실
S < 3% PER

A < 3% PER

HSDPA에서 VoIP서비스의 품질지표는 호설정, 호

단, 음성품질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음성서비스의 경우 

통화품질과 직 으로 연 되는 지표들이다. 

VoIP 서비스 품질지표 수립 근거로는 호 설정  호 

단에 경우 GSMA에서 제시한 기   정보통신서비스

평가 의회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 을 제시하 다. 

MOS값은 3GPP에서 AMR 코덱 MOS 시험 결과를 반

하 다
[5,9]. 

2. 음성스트리밍서비스 품질지표

음성스트리 서비스 품질지표도 음성서비스 품질지

표와 유사하게 음성품질을 의미하는 MOS가 요한 지

표이다. 표 2는 HSDPA 비실시간 음성스트리 서비스

(AoD) 품질지표  기 을 제시하 다.

표 2. HSDPA AoD 서비스 품질지표 및 기준
Table 2. An AoD service quality indicators and 

standards in HSDPA

분류 지 표 명 기 

호설정
기 지연시간 < 10s

속 성공률 ≥ 90 %

호 단
단률 ≤ 2.5%

속 완료율 ≥ 97.5%

음성

품질

MOS 2.7 ~ 3.5

지연 변이 A < 2s

단 단 단방향 

지연
기 지연시간과 동일

정보 손실 A < 1% PER

HSDPA AoD 서비스 품질지표는 호설정  호 단의 

경우 앞서 VoIP 서비스에 비해 좀더 완화된 수치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스트리 을 시작하게 되면 정보 

손실량 등에 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 이 필요하다. 

3. VoD서비스 품질지표

VoD서비스 품질지표의 경우 재 국제 표 화 기

에서 제시한 상품질지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공간  품질과 시간  품질로 나 어 지표를 제시

하 다. 표 3은 HSDPA 비실시간 상스트리 서비스

(VoD) 품질지표  기 을 제시하 다.

HSDPA VoD 서비스 품질지표는 호설정  호 단의 

경우 AoD와 깉이 VoIP 서비스에 비해 좀더 완화된 수치

로 정의할 수 있다. 음성 서비스와 차이 이라면 상품

질 지표 부분이 추가되어 정보 손실  지연 변이에 한 

기 을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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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SDPA VoD 서비스 품질지표 및 기준
Table 3. A VoD service quality indicators and 

standards in HSDPA

분류 지 표 명 기 

호설정
기 지연시간 < 10s

속 성공률 ≥ 90 %

호 단
단률 ≤ 2.5%

속 완료율 ≥ 97.5%

상

품질

정보 손실 A < 2% PER

지연 변이 A < 2s

VoD 서비스 품질지표 수립 근거로는 호 설정이나 호 

단의 경우 앞서 지표에서 제시한 지표와 같이 제시하

고, 상품질을 나타내는 정보 손실량과 지연 변이는 

각각 3GPP 기 에서 스트리  클래스 부분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 에서의 성능 기  값을 정의하 다[5].

4. 데이터서비스 품질지표

데이터 송률은 송 데이터 크기에 향을 받는다. 

데이터 송률과 송 데이터 크기간의 계를 독일의 

베를린 공과 학에서 IEEE 802.11 무선 랜 기술로 시험

한 사례로 근하고자 한다.  독일 베를린 공과 학에서

는 무선 환경에서 단말기 송신 력과 송량, 패킷 에러

율간의 계를 시험하 다. 시험은 거리를 기 으로 수

행하여 송신 장비와 수신 장비간의 거리를 5m와 15m인 

경우에 해서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송률은 패킷 

에러율에 향을 받고, 결국 송률은 패킷 에러율에 의

해 발생되는 패킷 손실율에 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한 데이터 송률은 패킷 에러율을 발생시키는 비

트 에러율에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지역 내의 사용자 수에 향을 받아서 사

용자당 송률이 감소된다.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송률을 떨어트리면서 웹 라우  지연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셀의 가용성이 낮아져서 패킷 손실율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송률을 핵심지표로 선정하 다. 

표 4는 HSDPA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품질지표  기

을 제시하 다.

HSDPA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품질지표는 다른 서비

스에 비해 품질에 향을 많이 받는다. 게다가 데이터 

송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패킷 손실률이나 

단 단 단방향 지연 지표도 기 을 정의하 다. 

표 4. HSDPA의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품질지표 및 기준
Table 4. A service quality indicators and standards 

of the real-time data in HSDPA

분류 지 표 명 기 

호설정 속 성공률 ≥ 90 %

호 단
데이터호 단횟수(%) ≤ 2.5%

속 완료율 ≥ 97.5%

품질

데이터 송률 60kbps

패킷 손실률
S < 3% FER

A < 5% FER

단 단 단방향 지연
S < 150ms

A < 200ms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지표 수립 근거로는 데이터 

송률과 패킷 손실율의 경우 참고문헌[5]을 이용하여 도출

하 고, 단 단 단방향 지연은 참고문헌[5,6]의 단 단 단

방향 지연의 최소 등  값 수치를 이용하여 도출하 다. 

5. 네트워크 품질지표

표 5는 HSDPA 네트워크 핵심지표  기 으로, 특히 

최  송 지연시간은 3GPP가 제시한 지역단 로 구분

하 다. 

표 5. HSDPA 네트워크 품질지표 및 기준
Table 5. A quality indicators and standards of 

HSDPA network

분류 지표명 기 

속도

보장된

비트율

(Kbps)

≤ 16,000

송

시간

최

송

지

연

실

시

간

성 < 400ms

농․어  (실내) 20~300ms

도시/ 성도시 (실외) 20~300ms

실내/ 좁은 실외 20~300ms

비

실

시

간

성 > 1,200ms

농․어  (실내) ≥ 150ms

도시/ 성도시 (실외) ≥ 150ms

실내/ 좁은 실외 ≥ 150ms

무결

성

패킷 

손실률

화형 0.5%

스트리 0.5%

상호작용형 0.1%

배경 0.1%

속 

완료율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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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PA의 네트워크 품질 지표는 속도, 송시간, 무

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지역마다 최  

송지연 시간을 두어 실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에 한 객  평가가 가능하다. 한 보장된 비트율이 

체 인 HSDPA 네트워크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고, 무결성 부분은 패킷 손실률과 속 완료율로 나타낼 

수 있다.

네트워크 성능지표의 기  수립 근거로는 보장된 비

트율은 참고문헌
[7]에 의하여 라디오 엑세스, UMTS 비어

러 서비스의 QoS 특성 값 범 를 사용하 고, 최  송

지연의 경우 참고문헌[5]에 의해 사용자 통신환경에 따라 

QoS 요구 조건의 범 를 제시하 다. 패킷 손실률의 경

우 참고문헌[8]에 의하여 QoS 매핑시 패킷 손실율을 반

하 다. 

Ⅴ. 결론

최근 다각도로 연구되는 u-Healthcare는 속도로 발

하는 다양한 랫폼을 이용하여 수많은 서비스로 확산

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이 소지하는 무선 단말 등에서 제

공되는 개인화된 각종 u-Healthcare 련 서비스는 유선

통신의 공간성과 이동성 제약을 극복하고 이동통신의 

송속도를 보완하기 한 HSDPA 무선 망 등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 이용자의 체감 품

질 보장에 한 요성이 차 부각되고 있으나 유선 기

반의 서비스  품질 리에 집 되고 있어, 무선서비스

에 한 품질 리 방안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한 연구로 무선서비스 사용자의 품

질 보장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방안인 

HSDPA 환경을 고려한 u-Healthcare 서비스에서의 무선

서비스 품질측정 기 을 제시하 다. 련연구로 

HSDPA와 무선 QoS기술, 무선 품질 리 기술 표 화, 

u-Healthcare에 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품질측정 지

표  기  선정 근거를 도출하고, 품질 측정  평가 방

안을 제시하 다. 평가 방안은 u-Healthcare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표 인 3가지 서비스로 음성 서비스, 

상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로 각각 나 었다. 한 지표 

선정근거를 토 로 HSDPA 환경에서의 품질 지표 기

을 제시하 다. 음성서비스  음성스트리 서비스 품질

지표의 경우 음성품질을 나타내는 MOS 값에 해 기

을 정의하고 그 외에 향을 주는 단 단 단방향 지연, 

지연 변이, 정보 손실 등에 해 정의하 다. VoD 서비스 

품질지표의 경우 상품질을 나타내는 정보 손실값과 지

연 변이 값을 핵심지표로 두고 정의하 으며 데이터서비

스 품질지표로 데이터 송률, 패킷 손실률, 단 단 단방

향 지연을 정의하 다. 각각의 서비스 품질지표와는 다

른 으로 네트워크 품질지표를 정의하여 속도, 송

시간, 무결성에 한 기 을 정의하 다. 이를 통해 사업

자의 품질개선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 으며, 이는 향

후 서비스 수  요구조건(Service Level Requirement)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u-Healthcare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

한 품질지표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품질 리 

 보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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