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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VoIP(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QoE(Quality of Experience) 측정이 
가능한 SLA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VoIP SLA 
관리시스템은 SLA 측정 클라이언트와 품질관리 서버로 구성된다. SLA 측정 
클라이언트는 수동적/능동적 (Passive/Active)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RTP/RTC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등 프로토콜을 실시간(Real-time) 분석하여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R-Value, MOS(Mean Opinion Score), 지연(One-way Delay), 패킷 
손실률(Packet Loss), 해상도(Resolution), BPS(Bit per Second), FPS(Frame per Second) 등 
종단간 서비스품질(QoE)을 측정하고 RTCP-XR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품질관리 서버는 SLA 측정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집된 품질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 별 SLA 준수 현황 및 지역별 품질기상도 등 SLA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채널의 음성/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VoIP G/W 장비에 SLA 
측정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성능시험을 통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of the SLA management 
system, which allows for the QoE (Quality of Experience) measurement for VoIP (voice and video 
phone) services. VoIP SLA management is composed of an SLA measurement client and quality 
control server. The SLA measurement client analyzes several protocols, such as RTP/RTCP and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in real time by applying passive/active monitoring techniques, so 
that the end-to-end QoE of voice and video phone services can be measured in terms of the likes 
of R-Value, MOS (Mean Opinion Score), one-way delay, packet loss, resolution, BPS (Bit Per 
Second), and FPS (Frame Per Second). Then, the measurement results are managed by applying 
the RTCP-XR protocol. The quality control server provides SLA information such as the SLA 
compliance status of each user and the quality map for each region by analyzing the quality 
measurement results collected from the SLA measurement client. This paper implemented the 
SLA measurement client in VoIP gateway equipment, offering multi-channel voice/video call 
services, proving its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through performanc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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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기반구축단 김진철, cckim@nia.or.kr,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기반구축단 이영로, lyr@nia.or.kr,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기반구축단 송명원, smw@nia.or.kr, 
†††† ㈜ 피보텍 글로벌사업개발센터, wavesong@pivotec.co.kr 
[논문접수일: 2008/6/13, 심사일: 2008/7/11, 게재확정일: 2008/7/17] 



46 
KNOM Review, Vol. 11, No.1, July. 2008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따라 미래의 정보통신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NGN(Next Generation Network)기반의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품질이 강화된 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백본과 
가입자망은 빠르게 고도화(50-100Mbps 급)되고, QoS(Quality of Service), IPv6, 보안(Security), 
이동성(Mobility) 등 차세대 프로토콜의 적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거래, 게임, 
전화, 교육, 방송 등 개별 서비스들이 통합, 융합되는 유비쿼터스형 복합서비스의 대거 출현이 
기대된다[1][12][13]. 

이를 위하여, ITU-T, IETF, 3GPP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NGN 구축의 기반이 되는 QoS 
구조 정립, DiffServ/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 등 QoS 기술 및 세션(SIP)/자원관리(RACF) 
기술 등 QoS 제공 관련 분야에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7][15]. 또한, 국내에서도 
2004 년부터 유/무선 통신사업자 및 장비/단말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BcN 음성/영상전화, VoD, IP-TV 등 고품질의 신규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NGN 은 초고속인터넷, PSTN, W-CDMA, Cable-TV 등 기존에 개별 망으로 존재하던 
유선, 무선 및 방송서비스들이 패킷 기반의 단일 망으로 통합되므로, 개별 망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특성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소(IPv6), 보안, 이동성 등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의 지원은 물론 품질보장 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15][16]. 품질보장망은 
응용서비스 별 대역폭(bandwidth), 패킷손실(loss), 지연(delay), 지터(jitter) 등 품질 수준을 
차별화하여 제공 할 수 있는 망으로 상시적으로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단간 
품질관리(SQM : Service Quality Management)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보증제도의 정착과 SLA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1]. 

종래의 초고속인터넷 기반 패킷 통신망에서는 Probe,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nagement) 및 각종 상용 품질측정 도구를 적용한 망 중심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패킷기반의 NGN 에서는 기존 서비스(전화, 방송)의 수용을 위하여 망 구간에 대한 서비스 클래스 
별 품질관리는 물론 QoE(Quality of Experience)[4]기반의 이용자 체감품질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다 현실성 있는 이용자 중심의 SLA 정책 설정을 위해서 상시 이용중인 
서비스에 대한 SLA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망 중심의 품질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상용 품질측정 도구 역시 망 설계 및 품질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험/적용 
할 수 있는 수준일 뿐, NGN 과 같은 ALL-IP 환경에서 이용자 별 상시적인 SLA 관리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GN 에서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별 상시적인 SLA 관리가 가능한 ALL-IP 환경에 적합한 VoIP SLA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 시험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트래픽 모니터링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3 장에서 SLA 관리시스템의 
설계 부분을 기술하며, 4 장에서 구현결과 및 성능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5 장에서 결론과 향후 
계획을 기술한다. 

 
 

2.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은 크게 수동적(Passive), 능동적 품질측정(Active Measurement) 방식으로 

구분된다. 수동적 측정 방식은 IP/MPLS 라우터의 각 포트를 경유하여 전송되는 트래픽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각 지점에서 측정된 결과는 중앙집중 형의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센터로 전달이 되어 통신망 전체의 부하 상황과 각 링크의 이용률, 주요 지점의 
부하 증가 추세 분석 등의 기능이 수행된다. 각 포트에서 측정된 트래픽을 주요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여 트래픽 량을 분석하고, 이러한 서비스 유형별 트래픽 분류 및 서비스 별 대역폭 
이용률을 분석하면 시간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증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의 품질 보장 성능과 연계하여 통신망의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는 수동 품질측정 툴들은 망 구간의 트래픽 이용률이나 분포율 등의 파악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능동적 측정 방식은 통신망에서 사용자의 종단간 패킷 전달 성능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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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능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time stamp 가 기록된 OAM/Probe 패킷을 삽입하고, 
목적지의 도착 시간의 time stamp 를 다시 기록하여 송수신 단 간의 전달 지연과 지터 등을 측정 
할 수 있다. 능동적 측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의 
Echo message 기능을 사용하는 "ping"과 trace route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NGN 의 구축 
초기 단계에서는 IP/MPLS 라우터에 MPLS OAM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IETF 등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성능 측정용 probe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지정된 목적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능동적 측정 방식은 
실트래픽이 아닌 가상의 트래픽을 생성하여 종단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실트래픽에 대한 품질측정이 불가능하여, 수동 측정 방식에 비하여 품질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NGN 에서는 QoE 기반의 이용자 체감품질에 대해 상시적인 측정과 SLA 도입을 
위하여 수동적/능동적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한 ALL-IP 환경에 적합한 SLA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RTCP-XR 기반 SLA 관리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SIP, RTP/RTCP 기반의 VoIP 서비스 (음성, 영상전화)에 대한 종단간 SLA측정이 

가능한 SLA 관리시스템의 설계 부분에 대하여 기술한다. VoIP SLA 관리시스템은 크게 SLA 측정 
클라이언트와 품질관리 서버로 구성되며, 그림 1 은 SLA 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다 채널 에 
대한 서비스 품질측정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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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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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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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oIP SLA 관리시스템 구성도 

 
SLA 측정 클라이언트는 IP 전화기 또는 IP-PBX, VoIP G/W 등 VoIP 단말 및 장비에 탑재되어 

수동적/능동적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유입되는 패킷을 전수 
검사하여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품질을 측정한다. 또한, VoIP 
G/W 장비에 적용되어 동시에 여러 이용자의 통화 품질을 측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다 채널을 제공하는 VoIP 장비에 구현되어 멀티스레드(Multi-thread) 방식으로 각 채널 별 
패킷을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세션 별 종단간 서비스품질을 측정한다. 
그림 2 는 VoIP SLA 관리시스템의 세부 기능별 프로세스 구조를 보여준다. 메인 

프로세스(Main Process)는 품질측정을 위한 메모리 영역(Buffer, Table)을 생성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세스들을 초기화 및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설정 프로세스(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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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r)는 SLA 측정 클라이언트의 구동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을 설정/변경하는 기능을 하며, 
패킷 수집 프로세스(Packet Capturing Process)는 각 포트로 유입되는 SIP, RTP/RTCP, ICMP 등 
패킷을 수집한 후 패킷 저장 버퍼(Packet Save Buffer)에 저장한다. 세션 관리 프로세스(Session 
Manager)는 패킷을 분석한 후 채널 별 세션현황을 관리하고 품질측정 프로세서(QoS Measurement 
Process)가 현재 시스템 내에 생성된 다수의 VoIP 세션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세션 ID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품질측정 프로세서는 각 채널 별로 SLA 관리를 위해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며 
패킷 저장 버퍼에 있는 해당 세션의 SIP, RTP/RTCP, ICMP 등 패킷을 필터링 한 후, 프로토콜 
헤더를 분석하여 음성, 영상에 대한 품질을 실시간(Real-time) 측정한다. 측정결과 전송 
프로세서(QoS Metric Send Process)는 RTCP-X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각 지표 별 SLA 측정값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서버에 그 결과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각 프로세스 별 세부 설계 
부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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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oIP SLA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구조 

 
 메인 프로세스 
메인 프로세스는 초기 시스템을 구동시켜 호 세션 관리 테이블(Call Session Management Table), 

RTP 세션 관리 테이블(RTP Session Management Table) 및 패킷 저장버퍼(Packet Save Buffer)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정보설정 프로세스, 품질측정 프로세스, 품질전송 
프로세스를 구동시킨다. 또한, 프로세스 종료 등 전체 수명을 제어한다.  

 
 정보설정 프로세서 
정보설정 프로세스는 SLA 측정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구성파일(Configuration 

file)을 읽어 환경변수들을 설정하고, 구동 중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환경변수 설정 변경 요청을 
처리한다. 표 1 은 SLA 측정 클라이언트의 구동 및 SLA 측정에 필요한 환경변수 값에 대한 
자료구조이다. 

 
Data Name Data Definition Data Type 
SIP_POOL SIP/RTSP 세션 테이블 풀 크기 INTEGER 
RTP_POOL RTP 테이블 풀(Pool)의 크기 INTEGER 
DEVNAME 패킷캡처 장치의 이름 CHAR 

FILTER 패킷캡처 필터링 룰 CHAR 
SIP_PORT SIP의 UDP 포트 번호 INTEGER 

CONFIG_PORT 시스템 설정 TCP 포트 번호 INTEGER 
GATHER_IP 1차 품질관리 서버 IP CHAR 

GATHER_PORT 1차 품질관리 서버 PORT INTEGER 
GATHER2_IP 2차 품질관리 서버 IP CHAR 

GATHER2_PORT 2차 품질관리 서버 PORT INTEGER 
CONS_ID 사업자 코드 CH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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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_TYPE 단말 서비스 유형 CHAR(1) 
AGENT_TYPE 단말 설치 유형 CHAR(1) 
OWD_MODE One Way Delay 측정 유형 CHAR(1) 

CSUCC_ENABLE 호 성공률 측정 여부 CHAR(1) 
BPS_ENABLE BPS 측정 여부 CHAR(1) 

PLOSS_ENABLE 패킷 손실률 측정 여부 CHAR(1) 
DELAY_ENABLE One Way Delay 측정 여부 CHAR(1) 
JITTER_ENABLE 지터 측정 여부 CHAR(1) 

RVALUE_ENABLE R_VALUE 측정 여부 CHAR(1) 
MOS_ENABLE MOS 측정 여부 CHAR(1) 

RESOL_ENABLE 해상도 측정 여부 CHAR(1) 
FPS_ENABLE FPS 측정 여부 CHAR(1) 
SYSLOG_IP 시스템로그 서버 IP CHAR 

SYSLOG_PORT 시스템로그 서버 PORT INTEGER 
SESS_TIMEOUT 비정상 종료 세션의 정보유지 기한 INTEGER 

표 1. SLA 측정 클라이언트 환경설정 자료구조 
 

 패킷 수집 프로세스 
패킷 수집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유입되는 모든 패킷들을 복사하여 패킷 저장 

버퍼에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 채널의 포트로부터 패킷을 수집 할 수 있도록 공개용 
소프트웨어 PCAP 라이브러리를 수정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세션 관리 프로세스 
세션 관리 프로세스는 다채널에 의해 생성된 SIP, RTP 세션 수를 관리 한다. 패킷 수집 

프로세스로부터 수집된 패킷 저장 버퍼에 있는 패킷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SIP, RTP 생성 및 
종료에 대한 정보를 호 세션 테이블과 RTP 세션 테이블에 저장, 관리하고 각 세션 별 SLA 
측정을 위해 품질측정 프로세스를 호출한다. 

 
 품질측정 프로세스 
품질측정 프로세서는 세션 별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동작되며 세션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분류된 패킷들을 전수 검사하여 SIP, RTP/RTCP 등 품질측정에 필요한 패킷들을 필터링 한 후, 
프로토콜 헤더를 분석하여 호성공률, R-value, MOS, 지연, 지터, 패킷 손실률, 해상도, BPS, FPS 등 
종단간 서비스품질(QoE)을 측정한다.  
 

SIP Session Pool
Creation and Delete 

SIP Process Module

Call Search and Packet
Filter Module

Packet Save Buffer

RTP Session Pool

SIP Session Pool

Port Detection
Codec Type Detection

BPS, FPS, Resolution Detection
Call Success Rate Measurement

Packet Loss Measurement

RTP Process Module

BPS Measurement

Jitter Measurement

R-value Measurement

MOS Measurement

RTP Session Pool 
Creation and Delete

RCTP Process Module
One-way Delay Measurement

Session Distribution Module

Filtered Packet
Save Buffer

 
그림 3. 품질측정 프로세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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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품질측정 프로세서의 세부 구성도 및 품질측정 절차를 보여준다. 호 검색 및 패킷 
필터 모듈(Call Search and Packet Filter Module)은 세션 관리 프로세스로부터 SLA 측정을 위한 해당 
세션 을 확인하고 패킷 저장 버퍼에 분류된 해당 세션의 패킷들을 전수 검사하여 SIP, RTP, RTCP 
패킷 중 품질측정에 활용될 패킷들을 필터링하여 관련 상태정보를 SIP SESSION POOL과 RTP 
SESSION POOL에 저장한다.  
세션 분류 모듈(Session Distribution Module)은 SIP, RTP SESSION POOL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의 

종류에 따라 SIP, RTP, RTCP 처리 모듈을 각각 호출한다. SIP 처리 모듈은 호성공률, 해상도, FPS 
등 SLA 지표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태관리를 위한 세션 풀(SIP Session Pool)을 Linked List로 
구성한 후, 품질지표 값의 측정에 필요한 주요 세션 정보를 초기화하고 관리 한다. 표 2는 SIP 
세션 관리 자료구조를 보여준다. 

 
Data Name Data Definition Data Type 
sskey.src_ip 호 출발지 IP INTEGER 
sskey.dest_ip 호 목적지 IP INTEGER 
sskey.src_port 호 출발지 Port INTEGER 
sskey.dest_port 호 목적지 Port INTEGER 

sskey.call_id 호 ID CHAR 
type service type INTEGER 

call_status 호 상태 INTEGER 
call_start 호 시작 시각 INTEGER 
call_end 호 종료 시각 INTEGER 
call_succ 호 접속 성공 여부 INTEGER 
resol_w 해상도 (Width) INTEGER 
resol_h 해상도 (Height) INTEGER 
cons_id 사업자 코드 INTEGER 

agent_type 단말 설치 유형 INTEGER 
service_type 단말의 서비스 유형 INTEGER 

mode 호 모드 INTEGER 
caller_ip Caller IP (SDP) INTEGER 
callee_ip Callee IP (SDP) INTEGER 

caller_port Caller A/V Port INTEGER 
callee_port Caller A/V Port INTEGER 

src_dn 호 출발지 DN CHAR 
dest_dn 호 목적지 DN CHAR 
rtp_cnt RTP session 개수 INTEGER 

call_seq Call Sequence 번호 INTEGER 
rtp_key.sip RTP Sesssion 출발지 IP INTEGER 
rtp_key.dip RTP Sesssion 목적지 IP INTEGER 

rtp_key.sport RTP Sesssion 출발지 Port INTEGER 
rtp_key.dport RTP Sesssion 목적지 Port INTEGER 

last_icmp 최종 ICMP 전송시각 INTEGER 
ts_lastest 마지막 패킷 검출 시각 INTEGER 

sip_info.flags SIP 상태 Flag INTEGER 
rtp_info.PL_INFO.payload_type RTP Payload 정보 (Type) INTEGER 

rtp_info.PL_INFO.clock_rate RTP Payload 정보 (Clock Rate) INTEGER 
rtp_info.PL_INFO.codec_name RTP Payload 정보 (Codec) CHAR 

rtp_info.remote_port RTP Remote Port INTEGER 
rtp_info.local_port RTP Local Port INTEGER 
rtp_info.av_type RTP A/V Type INTEGER 

rtp_info.number_payload_info RTP Payload 정보 개수 INTEGER 
표 2. SIP SESSION POOL 자료구조 

 
또한, SIP 헤더와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프로토콜을 분석 한 후, SIP 세션정보(Source 

DN, Destination DN, Source IP, Destination IP, 호 시작시간, 호 종료시간)와 호성공률, 해상도 등을 
측정하여 SIP 세션 종료 시, RTCP-XR 중 SIP 세션 메트릭에 측정결과를 기록한다. 호 성공률은 
총 시도한 통화 중 성공적으로 호 접속이 이루어진 비율(%)로 SIP INVITE메시지를 수신한 후, 
200OK, ACK메시지까지의 절차를 분석하여 SIP Response Message의 상태코드가 2xx, 3xx면 호 
성공으로 간주하고, 4xx, 5xx, 6xx면 호 실패로 간주하여 { (전체 연결 호 개수 - 실패한 호 
개수)/전체 연결 호 개수 * 100 } 수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해상도는 화상 이미지의 정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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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Response 메시지에 포함된 SDP 속성 중 Media Attribute 값을 참조하여 측정한다. 
RTP 처리 모듈은 RTP/RTCP 패킷을 처리하기 위한 상태 테이블을 생성하여 Linked List로 

구성하고, 품질지표 값의 측정에 필요한 표 3의 RTP SESSION POOL 정보를 초기화 한다. 
 

Data Name Data Definition Data Type 
ssrc RTP SSRC 번호 INTEGER 

sess_key.src_ip 호 출발지 IP INTEGER 
sess_key.dest_ip 호 목적지 IP INTEGER 
sess_key.src_port 호 출발지 Port INTEGER 
sess_key.dest_port 호 목적지 Port INTEGER 

sess_key.call_id N/A CHAR 
sess_key.type N/A INTEGER 

rtp_key.sip RTP Sesssion 출발지 IP INTEGER 
rtp_key.dip RTP Sesssion 목적지 IP INTEGER 

rtp_key.sport RTP Sesssion 출발지 Port INTEGER 
rtp_key.dport RTP Sesssion 목적지 Port INTEGER 

type A/V Type INTEGER 
first_packet First RTP 패킷 INTEGER 

seq_num RTP packet sequence number INTEGER 
pt Payload Type INTEGER 

flags 상태 Flag INTEGER 
timestamp RTP Header Timestamp INTEGER 

bw_avg Bandwidth 정보 FLOAT 
bw_history Bandwidth 정보 FLOAT 
bw_index Bandwidth 정보 INTEGER 

bw_1sec_bytes Bandwidth 정보 INTEGER 
bw_total_nr Bandwidth 정보 INTEGER 

owd_min One-Way Delay 정보 FLOAT 
owd_avg One-Way Delay 정보 FLOAT 
owd_max One-Way Delay 정보 FLOAT 

jitter Jitter 정보 FLOAT 
jitter_min Jitter 정보 FLOAT 
jitter_avg Jitter 정보 FLOAT 
jitter_max Jitter 정보 FLOAT 
jitter_sum Jitter 정보 FLOAT 

packet_time Packet 도착 시간 FLOAT 
start_time RTP 시작 시간 (Pcap) FLOAT 

start_timestamp RTP 시작 시간(RTP Header) FLOAT 
start_seq_nr 시작 Sequence 번호 INTEGER 
stop_seq_nr 종료 Sequence 번호 INTEGER 

total_nr RTP packet 개수 INTEGER 
cycles RTP sequence cycle INTEGER 
reg_pt 등록된 Payload Type INTEGER 

icmp_nr ICMP 전송 개수 INTEGER 
mac_local MAC address INTEGER 
mac_set MAC address 설정여부 INTEGER 

mac_remote MAC address INTEGER 
icmp_last_send ICMP 최종 전송 시각 INTEGER 

clock_rate Payload Clockrate FLOAT 
표 3. RTP SESSION POOL 자료구조 

 
또한, RTP 패킷 헤더를 분석한 후, 음성 및 영상에 대한 서비스 종단간 지터, 패킷손실률, R-

value, MOS, BPS 등 SLA 지표 값을 측정하여 RTP SESSION POOL에 실시간 저장하고 SIP 세션 
종료 시 RTCP-XR 메시지의 RTP 품질메트릭에 측정 값을 출력한다. RTP 처리 모듈에서 측정하는 
SLA 지표 값에 대한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터는 송신 단말에서 수신 단말까지의 패킷에 
대한 종단간 단방향 지연의 변량으로 RTP 패킷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 J(i-1)+(Inter_arrival_jitter-
J(i-1))/16 }, inter_arrival_jitter = l(R(i)-R(i-1) -(S(i)-S(i-1))l 수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패킷손실률은 
정상적인 호 연결 후 실제 전송된 데이터의 총 패킷수 중 유실된 패킷의 비율(%)로서 RTP 
헤더의 Sequence Number를 참조하고 { (송신패킷수 - 수신패킷수)/송신패킷수 * 100 } 수식을 
적용하여 품질지표 값을 측정한다. R-value과 MOS는 E-model을 기반으로 한 종단간 객관적, 
주관적 품질평가 방법으로 RTP/RTCP 헤더의 분석을 통해 측정된 지연, 패킷손실률, 지터와 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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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른 품질 기본 값을 국제 표준 G.107에서 제시하는 수식에 적용하여 R-VALUE을 우선 
측정하고, 변환 수식을 통해 MOS을 구한다. 위에서 측정된 3가지 항목 이외의 변수는 G. 107에서 
제시하는 기본값을 따른다.  

RTCP 처리모듈은 RTCP 패킷을 분석하여 지연을 측정한다. 지연은 송신단말에서 수신 
단말까지의 패킷 전송 시간으로 RTCP RR 의 DLSR, LSR 필드 값을 참조하여 RTT 를 구한 후, 
{ RTT/2 } 수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예외적으로, RTCP RR 의 DLSR 필드값과 LSR 필드 값이 
구현되지 않은 응용 서비스의 경우, ICMP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RTT(Round Trip Time)를 구한 후, 
{ RTT/2 } 수식을 적용하여 지연 측정한다.  

 
 품질 전송 프로세서 
품질 전송 프로세서는 품질측정 프로세서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품질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품질측정 프로세서에 의해 측정된 음성, 영상 SLA 지표 값들은 RTCP-XR 메시지에 
포함되어 TCP 세션을 통하여 품질관리서버에 전달된다. 그림 4는 RTCP-XR 메시지 형식을 
보여준다. 

 

  
(A) SIP 메시지 블록                      (B) RTP 메시지 블록 

그림 4. RTCP-XR 메시지 형식 
 
 

4. 구현 및 성능시험 결과 
 

4.1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VoIP SLA 측정 클라이언트는 패킷 수집을 위하여 공개용 패킷캡쳐 

라이브러리 PCAP 을 이용하였고, SLA 측정 기능은 Window CE, Linux 기반의 Ansi-C 언어로 
구현하였다. CPU 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osix 스레드 기법을 통해 세부 모듈을 개발하여, 
다 채널의 음성/영상전화 세션에 대한 품질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VoIP 장비업체인 
휴먼 알에이치에서 개발한 음성 8 채널을 지원하는 MPLAN 800A 기종의 VoIP G/W 에 SLA 측정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였다. VoIP G/W 는 실시간 OS(PSOS)기반 CPU 모토로라 MPC860, 50MHz, 
메모리 32MB 를 지원한다. 또한, 품질관리 서버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4.2 시험 및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SLA 측정 클라이언트의 성능 검증을 진행하였다. 실서비스에 대한 상시적인 

SLA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에 SLA 측정 클라이언트가 탑재되더라도 품질측정 기능으로 인한 
음성, 영상전화 등 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성능시험은 
VoIP G/W 의 8 채널에 동시 음성, 영상전화 통화를 진행시키고 SLA 측정 클라이언트를 구현한 
장비와 구현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PU 부하 및 가용 
메모리를 각 10 회 시험하여 평균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5 와 같이 두 시험 사례간 
상대적인 오차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동시통화 채널 수로 0 은 통화가 
없는 경우, 8 은 8 채널에 대한 동시통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낸다. 또한, VoIP G/W 기반 SLA 
측정 클라이언트는 Runtime 메모리의 사용률이 4K 정도 소요됨을 보였고, 기본 서비스인 
영상통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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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P-XR기반의 SLA 관리시스템은 실 서비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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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용 메모리 시험 결과 
그림 5. 시스템 안정성 시험 분석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ALL-IP 환경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VoIP(음성, 영상전화) SLA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분석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SLA 관리시스템은 수동적/능동적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음성, 영상전화에 대한 서비스 체감품질(QoE)을 상시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VoIP G/W 장비에 구현하여 장비 부하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험하여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RTCP-XR 기반 SLA 모니터링 기법은 전화서비스뿐만 아니라 
SIP, RTP/RTC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SLA 관리와 같이 실서비스가 아닌 속도저하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품질을 측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실서비스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ALL-IP환경에서 차세대 SLA 관리기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MOS 등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VoD, IPTV 및 Mobile TV 등 

방송서비스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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