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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5G 시 를 앞에 두고 있다. 5G는 더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더 렴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하지만 4G는 이동 통신망이 모바일 단말 간의 통신에 최 화된 망 구조 다면, 5G는 서

로 다른 속성을 갖는 다양한 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통신은 5G 통신망의 비주류 통신 역이 되며, 체 인 할당량 한 어들 것이다. 이때 

통신망의 제약으로 인해 통화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를 효과 으로 리하여 통화자체가 끊어지지 않도

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VoIP를 기반으로 한 통화 트래픽 제어 략을 제시한다. 5G
의 빠른 속도와 VoIP의 음성코덱 제어를 통해 순간 통화 연결시도가 늘어 트래픽의 한계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1. 서론

   이동 통신망의 발 은 세계 으로 수많은 편리함을 안

겨다 주었다. 1세  이동통신(1G)부터 4세 (4G)까지, 사

람들은 이제 핸드폰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데이터가 사용됨에 따

라 사용자의 심은 더 빠르고, 더 안 하게 데이터를 보

낼 수 있는 것에 집 되었다. 통신사는 이러한 방법을 찾

기 해 극 으로 나서서 연구하기 시작했다[1]. 재 

많은 기 에서 차세  이동통신 5G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동통신 세 교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측하고 있

다[2]. 이에 한 해결방안이 몇 가지 제시되었으나[3] 역

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 다. 5G는 일반 핸드폰 

사용자 뿐 만이 아닌 각지의 IoT 센서들과 여러 서비스 

상이 포함된다. 그  핸드폰보다 요한 서비스 상들

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4] 통신망의 제약으로 인해 통화용 

역폭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들이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다양한 

음성코덱을 활용할 수 있는 VoIP 통화로 일반 통화를 

체하여 통신불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Content-Centric Network(CCN) 기술을 사용하여 차세  

역폭 부족으로 인한 핸드폰 통화불능 상황의 발생을 없

애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련 연구를 소개하고, 제

3장에서 제안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맺음으로써 논문을 마친다.

2. 련 연구

2.1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한 효율 인 5G 망

구축 방안에 한 연구 [5]

   이 연구는 5G 이동통신의 서비스 트래픽 특성  주

수를 분석하고,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망구축  운용 방안을 제시하 다. 한 5G 이

동통신 서비스는 송 속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송의 

지연  고신뢰성, 규모 단말의 네트워크 지원을 가

능하게 만들었다고 알려 다. 그러나 5G 서비스는 kbps 

단 의 사물인터넷부터 Gps 단 의 홀로그램 등 다양한 

속도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의 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 핸드폰 사용자의 실제 

트래픽 사용 범 가 어들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

다.

2.2 5G 네트워크 련 기술 표 화 동향 [6]

   이 연구는 5G 시 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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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oIP 기반의 통화 연결 방식

(그림 1) 기존 통화 연결 방식

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논리 인 망

을 만들어 분리시킬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결과 으로는 

하나의 물리 인 망임으로 서로에게 향을  수밖에 없

다.

2.3 VoIP 계층형 역 고품질 음성 코덱 상 

처리 기술 분석 [8]

   이 연구는 TTA 표 으로 제정된 VoIP 계층형 역 

고품질 음성 코덱으로 자기자신의 코덱 이외에도 G.711, 

G.723.1, G.729등의 음성 코덱과 상호 호환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 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IP 주소를 사용하

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하고 

송하는 기술이다[7]. 본 논문은 의 연구에 제시된 각 음

성 코덱들을 활용하여 VoIP로 보내는 음성 데이터의 크기

를 시기 하게 바꾸어 더 많은 사용자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 다.

2.4 Contents Centric Networking [9]

   이 연구는 TCP가 처음 개발되었을 1970년  당시와 

핸드폰이 보 화 된 지 의 차이를 알려주며, TCP의 한

계성을 나타낸다. 5G 시 는 유틸성을 요시 하는 시

로 기존의 TCP 로토콜이 아닌 CCN과 같은 이름에 따

른 Content의 사용에 을 맞춘 기술이 세가 될 것이

라고 제시하 다.

2.5 Neural Network를 활용한 CCN [10]

   이 연구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주 상황 시에

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CCN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폭주 측은 Strategy Layer에

서 계산된다고도 알려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 연구에 제시된 로토콜을 사용하

여 기존보다 좋은 이동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

다. 한 자동 으로 폭주를 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Strategy Layer를 활용하여 때에 따라 VoIP의 음성코덱

을 조 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 다.

3. 제안 아이디어

3.1 VoIP 통화 체제

   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은 화, 데이터를 막론하

고 모두 기지국에서 정보를 받아 Mobile Switching 

Center(MSC)에 보낸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방식의 화와 같은 경우는 MSC에 있는 홈과 방문

자 치 지스터(HLR&VLR)를 통하여 상 방의 치를 

찾고 그곳에 신호를 보내어 상 방과 연결을 해 다. 이에 

반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VoIP의 통신인 경우 (그림 2)

처럼 MSC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정해져있는 

알고리즘에 따라 상 방을 찾아간다. 

   비록 인터넷망에서 VoIP의 우선순 는 가장 높은 각종 

네트워크 컨트롤 제어 신호보다 한 단계 낮은 것뿐이지만

[11] 실제 데이터의 송이 원활하지 않거나 4G의 경우 

송지연이 길어 좋은 음성품질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

나 5G 시 가 온다면 VoIP가 충분히 일반 통화를 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 4G(IMPT-Advanced) 5G(IMT-2020)

최고   
송속도 1Gbps 20Gbps

송지연 10ms 1ms

<표 1> 4G와 5G 이동통신의 비교[3] 

   우선 5G를 사용하게 된다면 <표 1>과같이 송지연속

도가 10분의 1로 어든다. 사람이 음  길이의 변화에 

한 청각 인 구별한계는 약 2-5ms다[12]. 이것은 5G의 

송지연인 1ms보다 길기 때문에 일반인은 송지연이 발

생하더라도 음성지연을 느낄 수 없다. 반면 4G의 경우에

는 송지연이 10ms임으로 통화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다. 5G 환경에서 VoIP는 기존의 음

성통화와 같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화 서비스는 추석이나 명 , 는 재난상황 시에 통

신량이 몰려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지 않게 발생한다

[13]. 기존의 통신기술을 신하게 될 VoIP는 이러한 상황

을 더욱 수월하게 응하고 상시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1.1 음성코덱의 변환

   VoIP의 경우 일반 통화와는 다르게 통신망의 상황에 

따라 쉽게 음성코덱을 환하여 통신망의 속 폭주를 방

지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고음질의 G.711 음성코덱을 사

용하며, 필요시에는 다소 떨어지는 음성품질인 G.723.1 

는 G.729 음성코덱으로 환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9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음성코덱 비트 이트

G.711 64 kbit/s

G.723.1 5.3 kbit/s

G.729 8 kbit/s

<표 2> 음성코덱별 고정 비트 이트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729 음성코덱을 사용

할 경우 G.711 음성코덱을 사용할 때보다 8배의 많은 사

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시에는 G.723.1 

음성코덱을 사용하여 최  8배 많은 사용자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일반 인 상황에서는 깨끗한 통화 

품질이 필요하나, 다소의 잡음이나 음성 품질의 하가 서

비스 유지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

공해야할 것이다. 통화가 불가능한 것보다 다소 낮은 품질

이어도 즉시 통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3.2 폭주 측  응

3.2.1 수동 측

   수동  측은 자연재해나 특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통신이 특정 지역에 몰릴 것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통

신망 리자가 이를 확인하게 되면, VoIP의 음성코덱의 

품질을 수동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사 에 환경을 만들어  수 있다. 

3.2.2 자동 측

   자동  측은 Strategy Layer에서의 폭주 측으로 

개선된 CCN 로토콜로 측할 수 있는 폭주의 경우를 

얘기한다. 이때 Strategy Layer에서 측된 폭주는 자동

으로 패킷의 송을 제한하여 통신망 폭주의 악순환을 막

게 된다. 그리고 수동 측과 마찬가지로 음성코덱의 품질

을 낮출 수 있게 자동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통화망을 오

한다면 VoIP를 통해 보다 많은 사용자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의 세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통신 트래픽 제한상황이라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일반 

통화 신 코덱제어가 유리한 VoIP를 기반으로 한 통신 

략을 제안한다. 순간 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자율 으로 

코덱을 변경하여 통화 가능 수를 늘릴 수 있는 VoIP는 

5G 시 에 유효한 통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재 사용되고 있는 통신 로토콜의 한계를 

CCN을 통해 개선한다면 통신망의 폭주를 상할 수 있게 

됨으로 VoIP의 음성코덱을 수동, 자동으로 환하여 과부

하를 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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