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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트워크 고도화로 유무선 통합된 협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네트워크 서

비스 상품이 앞으로 추가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

어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을 보증해야만 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으로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 다운 속도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품질 측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용선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측정이 초기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위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보유한 NMS/EMS에 에이전트 시스템 연동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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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제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

어 유무선 통합된 협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음성과 비디오가 결합

된 컨퍼런싱으로 기업과 기업간 업무 회의, 원격 기업 면접,

사이버 원격 교육 등의 정보 수단으로 제공될 것이다. 멀티미

디어 서비스는 본사/지사로 구성된 기업, 기업 내의 면접 장

소가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원격 면접,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을 배려한 사이버 원격 교육으로 시공간적인 제약 사항이 없

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

로 기업 대상의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 내의 전용선에 이 서비스가 접목될 예

정이다. 아울러 중소업자의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스팅

서비스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업 고

객을 위한 전용선 및 호스팅 서비스(이하, 멀티미디어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기업에게 그만큼 중요한 항목

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1) 기업은 서비스 제공

자에게 임대하는 대역폭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며 이에 대한 매달 일정 요금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임대한 대역폭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은 최대한 기

업에게 제공토록 보장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본사와 한국 지사간 회의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원격 회의로

진행할 때 영상과 음성이 따로 제공된다면 이들 회사는 두 번

다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에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호스팅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

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 품질이 더 좋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옮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 고객을 놓친

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상의 많은 부분 손실을 볼 것이 분

명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제

공자가 보유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에

이 서비스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 품질 정보를 고객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초기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품질 측정 시스템은 전용선

기업 대상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고객 대상이며 둘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품질

지표는 초기 단계로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될 멀티미디어 서비스 대상 서버와

이를 사용하는 고객간의 동기화가 맞춰진 상태에서의 서비스

품질 측정이 아니므로 정확한 서비스 품질 결과 분석이 어렵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접근 방향은

다음과 같다.

Ÿ 과거 문헌을 토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

분석과 측정 사례를 조사한다.

Ÿ 고객 관점의 종단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지표 정의와

멀티미디어 호스팅 서비스가 기업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

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Ÿ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종단간 서비스 구간 지정 및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을 제시한다.

Ÿ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NMS/EMS(Element Management

System)에 멀티미디어 호스팅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지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로 시스템이 구

축된다면 고객은 보다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 체감 결과를 알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 NMS/EMS에 보다 유연한 멀

티미디어 호스팅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멀티미디어서비스에대한관련연구고

찰과, 3장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 정의/종단간 서비스 품질 구성도/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실시간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고, 5장에서

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NMS/EMS와 에이전트 시스템

연동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6장에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관련연구

2000년초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범국민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초고속 인터넷에 SLA(Service

Level Agreements)을 적용하여 자사망의 서비스 품질을 보

장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침했다. SLA란 서비스 제공

자와 고객간의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품질을 보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보상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SLA을 재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

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전용망이 아닌 초고속 인터넷

망에 서비스 품질을 보증했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크게 음성과 비

디오 서비스로 분류되며 과거 문헌에서 이를 대상으로 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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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 지표로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로컬망이 아닌 실제 네트워크 망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의 몇몇 요

소들로 나열할 수 있다.

Ÿ 네트워크 망에서는 항상 트래픽이 변동되므로 서비스 품

질 측정이 쉽지 않다.

Ÿ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 시 지연 구간 정의와 어느 구간

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추적이 어렵다.

Ÿ 지연 구간은 일반적으로 가입자/네트워크/서버 구간(들)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구간 중 네트워크 구간은 서

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정보 은닉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

이 어렵다.

Ÿ 멀티미디어 서비스 툴의 버퍼 공간에 패킷을 저장 후 음

성 및 비디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객관적인 서

비스 품질 측정 또한 쉽지 않다.

Ÿ 음성과 비디오의 인식 정도의 표준 측정 방법은 서비스 제

공자가 설계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크기의 멀티캐스트 패킷들, 손상된 패킷들의 복구와 인코

딩 등에 대한 표준 측정 방법으로 오디오/비디오를 실시간

인터넷 상의 멀티캐스트 백본망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표준 측정 방법 적용 이전 ‘품질’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되세긴 후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1].

Watson은 기존 ITU-recommend에 정의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고객 관점의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론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2]. 아울러 Jiang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e.g., IP

telephony, Internet radio stations, video

conferencing tool)은 특별한 서비스 품질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인터넷은 여전히 Best-effort 망이고 이 망에서 애플리

케이션의 서비스 품질은 앤드 유저(End-user)와 서비스 제

공자, 에러 제어(율)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피드백을 제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와 측정을 요구한다. 이러

한 표준객체 측정 기술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으로 서비스 제

공자 사이에서이를비교할수 있도록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3]. 이들 연구자들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

비스 품질 지표를 잘 정리했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4,5,6,7,8].

연구자 서비스 품질 지표

Podolsky, M. et al. 패킷손실

ITU-T P.800
음성품질스케일(청취품질스케일, 청취

인식스케일, 회화인식스케일)

ITU-R BT.500-7
이미지품질스케일(이미지품질스케일,

이미지손상스케일, 더블인식품질스케일)

ITU-T P.920

오디오비주얼품질스케일(청취품질스케일,

청취인식스케일, 회화인식스케일, 이미지

품질스케일, 이미지손상스케일, 더블인식

품질스케일)

Jayant, N.S. 대역폭

Wenyu Jiang,

Henning

Schulzrinne

패킷손실, 패킷지연

Mark Claypool 패킷손실, 지터

I. Kouvelas et al. Frame Rate

한상우, 김종원 가용성, 손실, 지연, 지터, 대역폭

<표 1> 멀티미디어서비스품질지표

표 1의 ITU-recommend 음성 품질 변수는 명확한 발음,

큰 소리의 발음, 자연스러운 발음, 듣기 좋은 발음, 상냥한 발

음 등으로 분류하며 이를 사용자가 직접 청취하여 서비스 품

질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결과에 대

한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어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

라 볼 수 없다고 Preminger는 주장했다[9]. 또한 Narita의

일본 ITU는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인식

하는 방법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음 인식 정도가

좋다고 확인했다. 이는 일본어 사용자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영어,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어를 구사하는 사용자에게는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10].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1)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지표 선정은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되며 적용된 품질 지

표로 서비스 품질 측정시 고객 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 2)

Best-effort 망보다 서비스 품질을 더 요구한 전용망에서는

종단간서비스품질을측정하기위한제 3의기관에서표준객

체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 결과값을 서비스 제공

자에게 제공하여 측정된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3)

ITU-recommend의 품질 측정은 국제적인 인터벌 스케일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언어내의 품질 인식에는 적절하지 않다.

Ⅲ.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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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비스 품질 지표

과거 문헌에서 제시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

한 다양한 서비스 품질 지표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품질 지표로 정리하였다.

Ÿ 종단간 지연(end-to-end delay): 네트워크상에 대한 총

지연시간으로 전송 지연

송신측패킷보낸시간 - 수신측에패킷받는시간 (수식 1)

Ÿ 패킷 손실(packet loss): 종단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되는 패킷은 라우터나 링크를 거치면서 패킷 손실이 발생

되며 이때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패킷을 대상으로

손실된 패킷의 양

송신측에서보낸총패킷 - 수신측에서받은패킷 (수식 2)

Ÿ 대역폭(bandwidth): 대역폭은 수용력, 사용률, 가용대역

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종단간 링크나 패스를 통해 현재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역폭의 양

Ÿ 지터(jitter): 패킷을 저장한 후 전송하는 스위치나 라우터

들을 통해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지터가 발생함. 즉, 종단간 지연에 대한 변화량

Ÿ 프로세싱 파워(processing power): 고객 단말의 성능

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영향과 밀접하므로 고객 단

말의 정보 수집(e.g., CPU, Memory, 네트워크 카드,

멀티미디어 서비스 툴 버전 등)을 의미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 지표로 분류하였고 ITU-recommend

에서 제안한 음성 품질 스케일, 이미지 품질 스케일, 오디오 비

쥬얼품질스케일은평가자의주관적인결과가들어갈수있으므

로본지표에서는생략하였다. 이이외의서비스품질지표로에

코, 프레임 비율(frame rate)1), 가용성 등이 존재하는데 에코

는평가자가최종적으로음성품질을청취한후이를평가하므로

이 또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프레임 비율은 IT

Guru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끝으로 가용성은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가 적절한지, 현재애플리케이션서버가 사용가

능한지를 판별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들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과밀접한지표로네트워크상태가과부하이거나또는애플

리케이션서버에 동시사용자수의급격한증가로인한서버사

용량이 많을 경우 엔드 유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은 좋지

않을 것이다. 즉, 가용성 지표는 IT Guru를 이용한 고객 관점의

종단간 지연 측정 후 분석 결과, 네트워크 상태또는 서버 사용

량의문제로인한지연원인이발생됐다는것을감지할수있고

이에 대한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2 종단간 서비스 품질 구성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측정이 가능한 Vantage, Tivoli,

FireHunter, Netcool, OmniPeek, IT Guru 등이 존재하

며 대부분 이들 제품들은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한 NMS이

며 네트워크 망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그러나 IT Guru의

ACE(Application Characterization Environment)/

ADM(ACE Decode Module) 모듈은 종단간 단말에 에이전

트를 설치 후 에이전트 서버에서 각 단말에 설치된 에이전트

를 동기화하여 상호간 처리된 네트워크 패킷을 캡쳐할 수 있

다. 패킷수집완료후 이들패킷을 분석하여 지연 구간 및 네

트워크 문제점을 밝힐 수 있다[11].2)

종단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간 구

간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구간을 정하지 않

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열악한 서비스

품질이 제공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서비스

지연 구간을찾을 수 없다면 품질 측정의 의미가 없다. 즉, 품

질 측정 후 각 구간별 책임 소재 파악과 열악한 품질 구간을

보완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 측정에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서비스 구간 범위 설

정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구간으로 1) 가입자 구

간은 가입자 단말기에서부터 기업 스위치까지이고 2) 네트워

크 구간은 기업 스위치부터 라우터까지를 일컺으며 3) 서버

구간은 라우터 뒷단에서부터 서버까지로 정하였다. 이 구간

범위는 종단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서비스 구간을

응용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종단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종단간서비스품질구성도

2) 프레임 비율: 영상의 서비스 품질 지표 중 하나로 종단간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프레임의 비율

*100
수신측에서 놓친 프레임 수

송신측에서 보낸 총 프레임 수 ····················· (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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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살펴보면 백본 라우터 뒷단부터 기업 고객까지는

광케이블로 구성되었다. 오른쪽 서버 팜은 IDC(Internet

Data Center)에 위치할 것이며 이 서버 구간의 Hosting

Service, AD, OCS 등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되는 상업

용 소프트웨어로 가입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AD(Active

Directory)에서 제어하며 OCS(Office Communications

Server)는 OCS, Mediation Server, Edge Server 세가지

모듈로 분류된다. OCS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음성, 비

디오, 인터넷 전화기, IM(Instance Messaging)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며 Mediation Server는 인터넷 전화기를 위한 게이

트웨이를 연결해 주는 라우터 역할을 제공한다. 끝으로 Edge

Server는 내외부간 유무선 통신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

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모듈 중 Mediation Server와 Edge

Server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무관하므로 그림 1에서 배제하

였다. Hosting Service는 독립적인 서버 한 대로 여러 기업에

게독립적인작업 공간을 제공해줄수 있는 멀티탤런트 기능

으로 HMC(Hosted Messaging and Collaboration)에서 제

공한다. 그림 1 왼쪽에 도식화된 가입자 구간의 고객 단말기는

IM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C(Office Communicator

2007)로 OC에 같은 제조사의 Live Meeting을 설정하면 기업

고객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12].

서비스 품질 측정이 가능한 에이전트는 OCS와 기업 고객

단말기에 설치한 후 이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ACE/ADM

으로 전송되어 종단간 서비스 품질 분석이 가능하다.

3.3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서비스 품질 측정 방식은 크게 정적/동적 측정 방식으로

나뉜다. 정적 측정(Passive Measurement) 방식은 실제 고

객이 직접 수동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적 측정(Active Measurement) 방식은 서비스 측정 시스

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상호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며 이

는 아래 표 2와 같다.

정적 측정 동적 측정

장점
Ÿ 실제 트래픽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실제트래픽상태를반영

Ÿ 측정패킷의크기가작음

Ÿ 따라서분석되어야할패킷의양이

적기때문에시스템부하가적음

단점

Ÿ 실제 측정해야 할 패킷의

크기가큼

Ÿ 따라서 패킷의 양이 많아

시스템자원을많이요구함

Ÿ 실제사용자입장에서나타나는사용

자트래픽상태와는차이가존재함

<표 2> 정적/동적측정방식의장단점

앞 절에서 정의한 측정 툴과 서비스 품질 지표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서비스 품질을 정적으로 측정한 후 서비스 지연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

[단계 1] 기업간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직접 Live Meeting

을 연결

[단계 2] 종단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안 정의

Ÿ 사용자간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3분간 진행하여 총

10번 반복 측정

[단계 3] 캡쳐된 패킷을 각 계층별 패킷 분석

Ÿ 정의된 서비스 구간으로 각 구간별 지연 시간 분석

[단계 4] 총 10번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 지연 시간 분석

Ÿ ACE/ADM으로 지연 구간에 대한 원인 및 진단 분석

동적 측정은 OPNET사의 EMS(Enterprise Management

Server)로 각 고객 단말기에 탑재된 에이전트로 사용자가 서비

스 품질이열악한 때직접 품질 측정을 하면 EMS가 OCS와 자

동동기화하여품질을측정한다. 만약동적측정시고객단말기

에 CPU 사용량이 많이 사용되어 서비스 품질이 열악한 경우

ACE에서 고객 단말의 CPU 문제점으로 인한 지연 원인을 진단

해줄수있다. 이와같은서비스품질측정단계로주요지연구

간 추출과 이에 따른 지연 원인을 IT Guru로파악할 수 있다.

Ⅳ.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 설계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 측정 툴인 IT Guru는 패킷에 대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측정 툴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따른 에이전트 수집 방안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IT Guru와 같

은 툴의 시스템을 ACS(Agent Collection Server)로 지정

한다. ACS는 어떻게 고객의 에이전트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가? 만약 수많은 에이전트가 등록됐다면 어떤 식으로 관

리하고 보여줘야 하는가? 수집된 패킷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패킷을 대상으로 각 지연 구간을 어떻게 분석하여

표현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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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모듈별 세부 항목 요약 ]

종류 모듈 역할

송

수

신

에

이

전

트

멀티미디어

서비스/서비스관리자
멀티미디어서비스분류및관리

세션관리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

립적인채널관리

멀티캐스트주소

관리자

인터넷 프로토콜 접속 주소 관리

(TCP/IPv4/IPv6)

멀티미디어서비스

전송관리자
멀티미디어서비스에대한전송관리

네트워크패킷

모니터링
송수신되는패킷제어

부호기/복호기

코덱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툴에서 적

절한 서비스(e.g., 아날로그-디지털, 디

지털-아날로그)로변환

A

C

S

멀티캐스트주소관리 송수신측에이전트등록

통신채널관리 통신채널및프로토콜제어

패킷캡쳐수집 송수신측패킷수집

송수신된패킷사이즈

분석
수집패킷에대한패킷크기분석

패킷필터링 수집된패킷분류

각계층별패킷분석 각계층별패킷세부분석

Agent Map 관리
Ÿ 등록된에이전트를맵상에서관리

Ÿ 서비스품질및장애분석

정적/동적멀티미디어

채널관리

Ÿ 정적 관리: 측정자가 수동으로 에이

전트간동기화하여품질측정

Ÿ 동적 관리: ACS에서 모든 에이전트

가 등록되어 감시 중 사용자가 품질

수행시자동측정

Ÿ 정적/동적 멀티미디어 측정을 구분하

기위한채널관리

<그림 2> 에이전트시스템

그림 2는 단말기에 에이전트 탐지를 IP 주소, 호스트 이름

으로각 단말기를찾은 다음 그 단말에 내장되어 있는 네트워

크 카드의 고유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정

보를 ACS로 전달 후 이를 설정한다. 이렇게각단말에 에이전

트를찾은후멀티미디어서비스에대한패킷프로토콜유형을

관찰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프로토콜은 실시간 데이터의 전

송을 위해서 단말 네트워크 간의 전달 기능을 제공하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기반의 UDP/IP로

ACS을 통한각단말에 서비스 품질 측정과 동시에 ACS로 이

들 패킷 정보를 전달한다. 정적 측정의 경우 측정자가 에이전

트를 수동으로 모두 동기화하여 품질 측정을 수행한다. 동적

측정의경우고객단말에에이전트외에플러그인과같은측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품질이 열악하다고 판

단될 때 품질 측정을 하면 ACS에서 이미 등록된 에이전트 정

보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서버와 자동 동기화하여 품질 측정을

수행한다. 서비스측정이완료되면 전체수집된패킷을기반으

로 ACS에서패킷필터링 및 정의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로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각 계층간 맵을 제시하고 서비스 품질

분석에 따른 지연 구간 파악과 이에 대한 진단을 한다.

Ⅴ. 서비스 제공자 NMS/EMS와

에이전트 시스템 연동 방안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는 성능 관리, 장애 관리, 구성 관

리, 계정 관리, 보안 관리 등이 가능한 NMS 시스템을 보유하

고있으며이를통해서네트워크관리자가네트워크상황을감

시한다[13].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서버에 대한 자원 정보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통신을

기반으로 EMS로 전달되고 전달 받은 정보 값으로 네트워크

장비, 서버 관리에 대한 장애를 관리한다. 장애 발생 시 네트

워크 관리자는 각 해당 장비에 CLI(Command Line

Interface)로 접근한 후 즉각적인 장애 복구가 가능하다. 이

처럼서비스제공자의망과관련장비제어가가능하나고객에

대한종단간서비스품질관리는안되므로제안한에이전트시

스템과 연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NMS/EMS/에이전트 시스

템이 연동되어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과 네트워크/서버 자원 상태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예를 들면 서비스 품질을 측정했

더니 임의의 한 지역에서만 라우터/서버가 로드가 많아 지연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는 것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파악

하고 이에 대한 장비 증설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림 3은 종합 서비스 구성도를 도식화한 것으로 아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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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ACS는 수많은 에이전트가 등록되어 있을 것이며 이 수

많은 에이전트 관리와 결과값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처리

한다면 이 시스템에 부하가 심할 것이다. 따라서 ACDB는

ACS에서 측정된 측정 결과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서비

스 품질 관리, 패킷 관리, 통계 관리, 보고서 관리 등을 제공

한다. 그리고 WS는 에이전트 실행 파일을 웹으로 올려 놓은

후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이 파일을 다운받고 고객이 측

정 결과를 웹으로 볼 수 있도록 웹 서버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종합서비스구성도

시스템구축설계에대한각모듈별로분류한것으로표3과같다.

종류 세부 모듈 분류

에이전트

Ÿ 네트워크패킷모니터링모듈

Ÿ 멀티미디어서비스/서비스관리자모듈

Ÿ 멀티캐스트주소관리자모듈

Ÿ 멀티미디어서비스전송관리자모듈

Ÿ 세션관리자모듈

ACS

Ÿ 패킷캡쳐수집모듈

Ÿ 정적/동적멀티미디어채널관리모듈

Ÿ 패킷필터링모듈

Ÿ 송수신된패킷사이즈분석모듈

Ÿ 멀티캐스트주소관리모듈

Ÿ 통신채널관리모듈

Ÿ 각계층별패킷분석모듈

Ÿ 서비스품질측정지표분석모듈

Ÿ 에이전트맵관리모듈

Ÿ 지연구간원인및진단분석모듈

ACDB
Ÿ 서비스품질관리 Ÿ 패킷관리

Ÿ 통계관리 Ÿ 보고서관리

WS

Ÿ 웹접속모듈(관리자/고객별도)

Ÿ 웹 페이지(서비스 품질 보고서, 패킷 보고서, 통계 보

고서, 게시판등)

연동

모듈

Ÿ NMS/EMS 연동모듈

Ÿ AD 관리연동모듈

Ÿ ACS와 ACDB 연동모듈

Ÿ ACDB와 WS 연동모듈

<표 3> 각모듈별업무요약

에이전트는 실시간 트래픽 분석을 보여주는 Ethereal 라

이브러리가 존재하며 이는 C/C++로 개발되었으므로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Visual C++ 6.0 이상(á)으로 라이브러리

를 Import 후 모듈 추가가 가능하다. 흥미있는 점은 ACE도

패킷 수집을 위한 라이브러리 또한 Ethereal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ACE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접근 분석 및 진단

은 Ethereal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패킷 캡쳐 이외 것은 모

두 개발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WS는 .Net 기반을 활용

하여 ACDB와 연동 후 개발 가능하며 연동 모듈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BizTalk Server 2006을 활용하여 해당 시스템

에 관련 정보를 상호 전달하도록 한다. BizTalk Server

2006은 HTTP, File, SMTP, Web Service, FTP 등 다양

한 종류의 어댑터 제공과 Orchestration 디자이너로 각 모

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개발자는별도의 소스코딩없이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NMS/EMS/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결합된 종합 서비스 구

조는 종단간 서비스 품질과 네트워크/서버 감시가 가능하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종단간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최근 네트워크 고도화로 유무선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보다 다양한 신상품 또한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서비

스 중 여러 중소기업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 줄 호

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신

상품이 출시될지라도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

지못한다면 그 상품은 고객에게 크게붐이 되지 않고 소멸될

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비스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지표,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보유한

NMS/EMS와 에이전트 시스템 연동 방안을 소개했다. 제안

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로 에이전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고객은 보다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 체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품질 지표 통계를 기반으로

SLA 기준값 산출과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OPNET에서 제공

하는 시뮬레이션의 한 종류로 네트워크 망 구간 내의 라우터

간 최적화된 링크 이용률을 분석할 수 있는 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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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성능, 가용성 등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는 NetDoctor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무선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

양한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나 서

비스 품질이 좋지 않다면 고객에게 외면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서비스 품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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