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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입자 단말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 및 주변 기지국 정보를 수집하고, 기지국
은 내부 및 인접한 기지국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관련 제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종합 ․ 분석하여 
QoS를 자체적으로 조절/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모니터링은 단말기 및 기지국의 상태 정보 변화에 따라 관련 기
능의 설정을 동적으로 제어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변화에 적응하여 조정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주고받으면서 각 기
능들이 상호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들이 서비스 연속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monitoring method to support QoS of mobile multimedia services effectively 
based on information gathering. It means a method in which a subscriber’s terminal collects information about 
its current condition and its surrounding base stations, and a base station, through the data collected by 
monitoring inner or adjacent base station, shares related data and converges, controlling QoS on its own. In 
other words, as context information of mobile terminal and base station changes, set-up of related functions and 
QoS mapping is adapted; each function fits into the change, exchanges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and 
interacts; these actions go toward to satisfy service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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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통신망 관련 표준화 기구에서는 QoS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표준화 활동은 어떻게 보면, 통신시스템 제조업체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인 망 사
업자들은 크게 표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의 관련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
고 있으나, 향후 어떠한 기술들이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
황이기 때문에, 망 사업자들이 망을 어떻게 진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발표되고 거론되고 있는 자
원 관리 관련, QoS 관련, 망 구축 관련 사항들을 비교 분
석하여 최적의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통신 시스템들의 연동은
All-IP 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IP 
기반의 다중 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3GE 이동통신 시스템은 IP 기반의 다중 망을 중심
으로 다양한 유무선 통신 시스템들이 통합하여 고속의 
이동성 및 글로벌 로밍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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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비퀴터스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3]. 이러한 차세대 무선통신에서 IP 
기반 멀티미디어 응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종으로 구성되는 접속 망 (access network)에서의 자원 관
리(Resource Management)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4-6]. 다
양한 유무선 시스템들의 IP 기반의 백본에 연결되어 있
는 구조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가 원하는 QoS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용의 특성에 따라 소스 및 대응 단말이 접속
하는 접속 망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방안의 제공이 
필수적이다[7-15].

전술한 바와 같이 Qo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에서 제안한 망들은 모두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2015년
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다양한 이종
의 접속 망들이 공존하는 융합망 환경에서 계층 별 자원 
관리 블록 간의 연계성을 갖는 자원 관리 망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자의 자원 운영 정책에 따라 망의 상태에 따
라 적응적으로 자원을 관리함으로서 사용자 및 운영자가 
원하는 목표 품질을 보장하고, 계획된 유효 서비스 영역
을 유지하고, 높은 시스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이동 단말기 (Mobile Terminal; 이하 MT
라 칭함) 및 융합망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수집(gathering)
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 구조 및 방법을 
제안한다.

2.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 동향

IP 망에 기반을 두고 이질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
합하는 몇 가지 연구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유럽에서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예로
써, IST의 BRAIN(Broadband Radio Access for IP-based 
Networks)와 후속 프로젝트인 MIND (Mobile IP based 
Network Developments), WINE GLASS (Wireless IP 
Networks as a Generic Platform for Location Aware 
Services Support)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MIRAI 
(Multimedia Integrated Network by Radio Access 
Innovation)등이 연구되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로 
UMTS를 중심으로 한 3G 이동통신과 3G 이후 시스템에
서 All-IP화에 따른 QoS 제공 방안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MIRAI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체들은 CCN 
(Common Core Network), BAN (Basic Access Network), 
MUT (Multi-service User Terminal) 등이다. CCN은 IPv6 
망으로서, RAN의 모든 접속점이 CCN에 연결되며, CCN

에서는 RAN 간의 QoS 보장 경로 설정과 끊임없는 핸드
오버 (seamless handover) 등을 제공한다. BAN은 위치 갱
신과 페이징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다른 무선 시
스템에 대한 무선 시스템 발견과 시스템 간 핸드오버
(Inter-system handover; 이하 ISHO)를 제공한다. MUT에
는 CCN에 접속하기 위하여 SDR 기술에 기반을 둔 하나 
이상의 무선 서브시스템들이 장착된다. 종단 간 QoS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들은 CCN에서 수행되는데,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외부 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IP QoS 구조와 상호 작용하고, 외부 망과 무선 접속 
망간에 QoS 매핑 등을 수행한다.

BRAIN 프로젝트는 2G 또는 3G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충하는 IP 기반의 이동 무선 접속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동 사용자를 위한 IP 기반 광대역 응용과 서비스들의 
단절 없는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무선 광대역 인터넷 접
속을 위한 개방형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이
동 서비스를 보충하는 20Mbps까지의 고속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BRAIN 시스템은 BAN 
(BRAIN Access Network), BMGs (BRAIN Mobility 
Gateways), BAR (BRAIN Access Router), IP 기반 코어 
망으로 구성된다. 

IST의 WINE GLASS 프로젝트에서는 UMTS와 
WLAN을 포함하는 무선 인터넷 구조에서 이동성
(mobility)과 soft-guaranteed QoS를 제공할 IP 기반 기법
의 개발과 무선 모바일 사용자에게 위치 인식
(location-aware) 및 QoS 인식(QoS-aware)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TRAN이 UMTS 핵심 망 
없이 직접 Iu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obile IPv6 백본 
망에 직접 연결되고, RNC는 특성화된 경계 라우터인 
UTRAN-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백본에 연결된다. 이러
한 접근 방법으로 세션, 이동성, 인증 관리 등이 IP와 
UMTS 수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무선 LAN 
등의 다른 IP 접속 기술들과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각 이종망(heterogeneous network)의 상태를 주기적으
로 수집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SLA 정
보, 각 MT의 접속 가능 셀 정보, MT의 QoS 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QoS 및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Profile container는 이종망으로부터의 외부 프로파일
(external profile)과 각 태스크의 수행으로 생성된 내부 프
로파일(internal profile)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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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이다. Profile container 의 저장 및 처리 구조는 각 태스
크 알고리즘과 해당 제어를 받는 이종망에 소속된 셀과
의 무질서한 연관성과 난해한 정합을 배제하고 모든 태
스크에 대하여 독립성을 제공하며, 고속의 핸드쉐이킹 방
법을 제공한다. QoS profile container의 제어 구조를 통하
여 이러한 정보 교환 상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대량의 자
원 관리 정보를 관리 정책에 따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
으며, 필요에 따라 각 태스크와의 연결이 손쉽도록 그 기
능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QoS profile container 
의 효율적인 제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각 태스크에 대
한 프리미티브 (primitive) 기능과 각 태스크의 수행 결과
에 따른 판단 및 처리 기능, 그리고 제어 및 데이터 플랜 
기능이 제공된다.

3.1 요구 사항

이종의 접속 망으로 구성되는 융합망 환경에서 이종 
접속 망간의 끊임없는 서비스 및 끊임없는 이동성을 효
율적으로 수행 위하여 이종 접속 망으로부터의 외부 정
보 (이를 외부 프로파일이라 칭한다) 및 내부 태스크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의 수행에 의하여 생성된 내부 정보 
(이를 내부 프로파일이라 칭한다)를 관리하는 Profile 
container 가 필요하다. 상위에서 기술된 요구를 바탕으로 
Profile container 의 설계 요구 사항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외부 프로파일로부터 동적 프로파일을 분배하여, 동
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에 저장하기 위한 동적 프로파
일 분배기와 정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에 저장하기 위
한 정적 프로파일 분배기가 필요하다. 
∙각 태스크 별로 동적 프로파일과 정적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동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와 정적 프로
파일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내부 프로파일을 분배하여 동적 프로파일 컨테이너
의 해당하는 태스크 프로파일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
한 태스크 분배기가 필요하다.

3.2 제어 구조

각 태스크 내의 알고리즘들과 Profile container 간의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제어 구조가 그림 1에 보인다. 
Profile container의 프로파일은 이종망으로부터의 외부 
프로파일과 각 태스크의 수행 결과로부터 생성된 내부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이종망으로부터 보고되는 외부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분배기(profile distributor)에 의하여 분류된다. 동적 프로
파일 분배기 (dynamic profile distributor)는 동적 프로파
일 컨테이너 (dynamic profile container)의 각 태스크를 

위한 프로파일 저장소 (profile repository)에 동적 프로파
일을 저장하고 정적 프로파일 분배기(static profile 
distributor)는 정적 프로파일 컨테이너 (static profile 
container)의 각 태스크를 위한 프로파일 저장소에 정적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동적 프로파일은 주기적으로 이종
망으로부터 보고되는 반면에 정적 프로파일은 개별 설정
(personal setting)  또는 고착화된 프로파일로서 주기적인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각 태스크의 수행 결과로부터 생성된 내부 프로파일 
(예를 들어 QoS 매핑 정보, 부하 분배 정보, 셀 선정 정보 
등)은 각 태스크 분배기 (task distributor)에 의하여 이 내
부 정보가 필요한 동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의 태스크 프
로파일 저장소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저장된 정보는 판단 
및 처리 기능, 그리고 제어 및 데이터 플랜 기능에 따라 
조합되어 해당 태스크에 전송된다.

각 분배기에 의하여 분배된 각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각 태스크는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는 
분배기에 의하여 동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에 재 저장됨으
로서,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종
망으로부터의 동적 프로파일이 동적 프로파일 분배기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동적 프로파일 컨테이너에 저장됨으
로서,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프로파
일 정보를 사용하여 각 태스크들은 서로 독립되어 운영
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태스크 간의 인터페
이스와 이를 통한 제어를 Profile container가 수행한다.

각 태스크 제어 방법은 Profile container의 제어 구조
에 근거한다. 즉, 각 태스크의 알고리즘은 서로 밀접한 상
관관계를 갖는 연동 구조로 동작하는데 알고리즘 간 직
접적인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는 않고, Profile container
를 통하여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가
령, 셀 선택을 위해 Cell selector가 요구하는 부하 분배 
(load balancing)로 부터 정보가 발생하면 Load balancer
에게 파라미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Cell selector와 
Load balancer의 정보 교환 수단은 Profile container의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각 태스크 
사이의 자원 관리의 난잡한 연결을 배제하고, 추후 발생
되는 시스템의 확장이나 알고리즘 개개의 수정, 혹은 무
선 자원 관리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의 수정이 요
구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Profile container의 제어 구조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 
교환 시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대량의 자원 관리 정보를 
관리 정책에 따라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
른 알고리즘과의 연결이 손쉽도록 그 기능에 따라 동작
할 수 있다. 따라서 Profile container 의 효율적인 제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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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파일 구조
[Fig. 1] Profile structure

법을 구현하기 위해 각 태스크에 대한 프리미티브에 따
른 메시지 처리 기능과 각 태스크의 수행 결과에 따른 판
단 및 처리 기능, 그리고 제어 및 데이터 플랜의 각 무선 
접속 프로토콜 계층과의 통신 처리 기능이 제공된다.

3.3 외부 프로파일 (External Profile)

외부 프로파일은 MT와 접속 망간에 미리 결정되어 주
기성이 없는 정보인 정적 정보(static information)와 MT
와 접속 망의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동적 정보
(dynamic information)로 구분하며, 정적 정보는 장치 측
면(device side)과 사용자 측면(user side)로 분류 한다. 

우선 장치 측면에는 MT에서 접속 가능한 접속 망 정
보 (인증 관련 정보), 응용 서비스 수용 정보, 각 응용 서
비스의 QoS 요구 수준, 통신비용, MT의 이동속도 한계 
(Mobility capability)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 측면에는 사
용자 접속 망 선호도 (User AN preference level)가 있다.

동적 정보로는 종단간 세션 협상 정보, MT의 현재 위
치 정보, MT의 현 이동 속도, MT가 현재 수행 중인 서비
스의 QoS 파라미터 정보, MT의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셀 부하 정보,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가용 자원 정보, 

그리고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수신신호세기 정보 등이 
있다. 이를 표 1에 보인다.

[표 1] 외부 프로파일 정보
[Table 1] External profile information

분류 관련 정보

정적 
정보

장치

인증 정보 (접속 망의 인증)

응용 서비스의 접속 망수용 여부에 
대한 정보 
응용 서비스를 위하여 접속 망이 지
원 가능한 QoS

각 응용 서비스의 통신비용
이동 속도 능력 (각 접속 망의 이동 
속도 능력)

사용자 사용자 장치 선호도

동적 정보

MT의 현 위치 정보
MT 접속 망
MT의 현 이동 속도
종단간 QoS협상 정보
MT의 현 QoS 파라미터 정보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부하 정보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가용 자원 정보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수신 신호 
세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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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보를 기능별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인증 정보
가입자 또는 MT의 접속 망 자원의 사용 여부를 나
타낸다.
정보로서, AAA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에서 사용된다.

② 응용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접속 망 정보, 즉 특
정 접속 망이 응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가 
(service authorization)를 나타낸다.
서비스 가능하지만, ASP가 특정 접속 망에 협약되
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접속 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QoS adapter에서 사용된다.

③ Running application의 QoS requirement level
각 접속 망에서 응용 서비스에 지원 가능한 QoS 성
능을 나타낸다.
정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QoS converter에서 사용된다.

④ 각 응용 서비스의 통신비용
각 접속 망에서 응용 서비스에 부가된 통신비용 수
준을 나타낸다.
정적 정보로서, AAA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QoS adapter에서 사용된다.

⑤ 이동 속도 능력
각 접속 망에서 수용 가능한 MT의 이동성을 나타
낸다.
정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된다.
ISHO admitter에서 사용된다.

⑥ 사용자 장치 선호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속하기를 원
하는 망의 선호 정도를 나타낸다.
정적 정보로서, MT로 부터 보고된다.
Cell selector에서 사용된다.

⑦ 종단 간 QoS 협상 정보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결정된 SLA의 
QoS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한 종단간 세션 협상 정

보를 나타낸다.
지연, 손실, 지터를 대상으로 한다.
동적 정보로서, AAA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QoS adapter, ISHO admitter에서 사용
된다.

⑧ MT의 현 위치 정보
서비스 중인 MT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ISHO admitter에서 사용된다.

⑨ MT의 현 이동 속도
MT의 현재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ISHO admitter에서 사용된다.

 
⑩ 각 응용 서비스의 QoS 파라미터 정보

응용 서비스의 접속 망에서의 QoS를 나타낸다.
지연(delay), 손실(loss), 지터(jitter)를 대상으로 한
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QoS adapter, ISHO admitter에서 사용
된다.

⑪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load 정보
현 셀(또는 접속 망)과 접속 가능한 셀(접속 망)의 
부하 상태를 나타낸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입수한다.
Cell selector, ISHO admitter, Load balancer에서 사
용된다.

⑫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가용 자원 정보
현 셀(또는 접속 망)과 접속 가능한 셀(접속 망)의 
가용 자원 상태를 나타낸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ISHO admitter, Load balancer에서 사
용된다.

⑬ 현 셀과 접속 가능 셀의 수신신호세기 정보
현 셀(또는 접속 망)과 접속 가능한 셀(접속 망)의 
수신 신호 세기를 나타낸다.
동적 정보로서, 접속 망으로부터 보고한다.
Cell selector, ISHO admitter, Load balancer에서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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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로파일 모니터(Profile monitor)

프로파일 모니터는 MT의 외부 프로파일에 대하여 제
어 함수의 분석 요청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분석
을 실시한다. 프로파일 모니터의 정보 분석은 셀 선정, 
ISHO 결정 기능 수행, QoS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이
루어진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파일 모니터는 정책 조건
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해당하는 Policy Ruler에게 전송함으로서, Policy ruler에 
따라 셀 선정, ISHO 결정, QoS 조정 등의 각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 제어 구조가 실제 적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망 
내의 모든 Profile Container는 SLA 정보, 각 MT의 접속 
가능 셀 정보, MT의 QoS 정보 등으로 부터 프로파일 모
니터는 정책활성화조건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때 정책활성화조건 중의 한 조건을 만족하
면 각 프로파일 모니터는 함께 통신하는 Ruler에게 정책 
조건의 수행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메시지를 받
은 Ruler는 이미 설정된 정책 규정을 통해 알맞은 정책 
결정을 하고 해당 시스템에게 정책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포함하여 Firing 메시지를 전달해 준
다. Firing 메시지를 받은 각 알고리즘(Firer의 기능 요소)
은 이 정책 결정에 맞는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게 전송한다.

4. 결 론

MT가 이기종의 망이 계층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환경
에서 High Quality, Multi-Service"를 제공받기 위하여 끊
임없는 ISHO에 대한 지원과 동적인 QoS 보장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가입자는 망 운영자의 운
영 정책, 사용자 선호도 그리고 접속 망의 상태에 따라 
접속 망 에 선택적으로 접속하고 사업자는 최적의 통합 
자원 관리 및 이동성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무선 자
원의 효과적 사용과 이종 접속 망의 트래픽 분배를 통한 
수용 능력의 증대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망 관리자의 운영 정책에 근거하여, 현
재 MT 상태 및 융합망의 상태 등에 따라 자원 관리 기능
들이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이 변화된 자원 관리 기능들
을 적용함으로서,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모니
터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무선 자원 관리를 위
하여 SLA 서비스 모델을 고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SLA
에서 협약된 QoS를 보장하기 위하여, QoS 수준의 유지 

기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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