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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의 증가로 네트워크는 실시간 음성 및 영상 트래픽

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는 지연에 민
감한 실시간 음성 및 영상 트래픽을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음성 데
이터와 데이터를 구분하여 미디어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VNMS)을 구현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현재 인터넷 백본망의 트래픽을 측정

하고 향후 VoIP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최근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인터넷

(Internet) 이 대중화되었고, 실시간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

이 출현하고 있다.  
응용 서비스들 중의 하나인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기반의 인터

넷 전화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에게 인
터넷 전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기존의 음성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

를 가져왔다. 인터넷 전화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통신비용이며, 유연한 대역폭을 

활용한 부가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와의 통합 등도 인터넷 
전화가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하다는 접근 
용이성과 거리에 상관없는 동일한 요금 
등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1]. 

그러나 인터넷 망을 이용한 VoIP 서
비스는 공중 전화망(PSTN)과는 달리 체
계적인 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트래픽 
폭주로 인한 데이터 손실과 적체 현상, 
인터넷 전화의 음질 저하, 네트워크 장
비 고장으로 인한 불통현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발견과 대처 등이 쉽
지 않고, 현재 네트워크의 트래픽 상태

와 기타 정보들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알아내기가 어렵다[2][3]. 이러한 인터넷 
망 관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데
이터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기존의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 NMS)으로는 실시간 음성 데이

터를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된 네트워크를 위
한 NMS가 도입되어야 한다[4]. 

2장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시

스템과 음성 데이터와 데이터가 통합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비교하고, 3장
에서는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구현 내용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VoIP 네트워크에서의 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의 
비교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ISO 
X.700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 
5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즉 성능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장애관리

(Fault Management), 구성관리(Configurat-
ion Management), 계정관리(Accounting 
Management), 보안 관리(Security Manage-
ment)를 중심으로 NMS는 구성되어 있

다[5]. 하지만 네트워크의 성능, 장애, 
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기존의 
NMS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실시간 전송

을 요구하는 음성 데이터를 관리 하기

에는 적합하지가 않으며,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NMS는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을 음성 데이터와 데이터로 나누

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로 간주하여 관

리한다. 그러나 VoIP를 이용한 음성 전
화 서비스의 트래픽은 대부분 음성 데
이터이며 나머지는 신호 제어 관련 데
이터이다. 이러한 음성과 데이터가 혼합

된 트래픽 정보를 NMS가 데이터로 간
주한다면, VoIP 망 관리에 필요한 음성 
데이터의 사용량과 패턴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가 얻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연

에 민감한 실시간 음성 데이터를 데이

터로 인식한다면 통화 품질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특히, 음성 데이터는 지
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분석 
기능이 NMS에 추가되어야 한다[6]. 

둘째, 기존의 NMS는 중앙 집중식의 
네트워크를 관리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의 크기가 커지면 관리가 어려워진다.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네트워크 세그먼트(Network Segment) 개
념이 아니라 종단간(End-to-End)의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이용한 미
디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3][7]. 이

를 위해서 중간 노드의 관리뿐 아니라 
통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전 범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고, 결국 기존 NMS
에 확장성도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성 데이터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
리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며, VoIP를 위한 NMS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분산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 VoIP를 위한 VNMS의 구현 
 

VoIP를 위한 NMS는 지연에 민감한 



음성의 특징을 반영하고 확장성을 고려

한 VNMS를 구현하였다. 본 VNMS는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할 수 있고, 분
산 관리를 위해 하나의 세그먼트내의 
정보를 수집, 분석, 저장하는 서버와 이
를 모니터링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

며 확장성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3.1 시스템의 구조 
 

VoIP를 위한 VNMS는 서버와 클라이

언트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인 SNMP v2c를 사용한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

자가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였을 경우, 
요구하는 모듈에 해당하는 작업을 서버

는 SNMP를 이용하여 관리 대상의 에이

전트에 해당 MIB 정보를 요청하고 역

으로 OID(Object ID)값을 관리자에게 돌
려준다. 또한 에이전트측에서 긴급 신호 
발생시 트랩을 이용하여 서버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8][9] 
[10].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관련 정보

를 가져와서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각 네트워크 상
의 장비들을 보여주며, 그 장비에 대한 
정보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고장이 발생한 장비들

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리자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Event/Trap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서버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
비로부터 SNMP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

를 가져와 DB(DataBase)에 저장하고, 그
림 2와 같이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저장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한 패킷 분석

기(packet analyzer) 기능과 음성 데이터 
및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한 그래프를 
클라이언트가 관련 정보 요청시 실시간

으로 제공해준다[11][12]. 

 

그림 2 서버와 클라이언트 

 

3.2 실시간 패킷 분석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실제 VoIP 서비

스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적용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

고 네트워크 관리 정책(policy)에 부합하

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NMS는 네트워크 내부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음성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리

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NMS에서는 네트워크 관리만

을 담당하고 트래픽 모니터링은 스니퍼

와 같은 모니터링 툴을 이용하였다. 그
러나 이 두가지 기능을 함께 제공함으

로써 관리자는 손쉽게 패킷을 캡쳐

(capture)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관리

자는 실시간으로 지터와 지연을 모니터

링 할 수 있게 되므로 VoIP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 트래픽 관리 기능 
NMS에서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

의 패킷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데
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 데
이터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관리자는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은 VNMS에서 실시간으로 트

래픽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

로, 서버의 Network device를 통해 들어

온 패킷 분석을 위해 UNIX의 libpcap을 
Win32 환경에 맞게 변경한 WinPcap 라
이브러리를 통해서 Ethernet, IP, TCP, UDP 
그리고 RTP를 필터링하여 패킷 분석기

나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자에

게 해당 정보를 보여준다[13][14].  
 

 
그림 3 패킷 분석 과정 

그림 4는 패킷 분석기를 이용하여 프
로토콜별로 분리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IP, UDP, TCP, RTP별로 세분화된 프
로토콜을 구분하며, 음성과 관련된 것은 
RTP Protocol로써 관리자는 이 패킷 분
석기의 화면을 참조하여 프로토콜별로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터링(Filtering) 기능을 제공하여 네트

워크 관리자가 원하는 프로토콜 패킷들

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패킷의 Size 
또는 Type, Source와 Destination IP 및 
Port 등을 이용하여 관리자는 필터링 기
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 패킷 분석기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데이터 베이스

에 저장된 데이터는 일정 시간 별로 구
분된 그래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음성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이지만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예측

할 수가 있게 하고, 관리자는 상황에 따
라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



게 된다. 
그림 5는 패킷 분석기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 중에서 10분 간격으로 3시간 동
안의 TCP, UDP, ICMP, RTP의 트래픽양을 
나타낸 것으로, 위로부터 전체 band-
width상에서의 총 트래픽량, TCP, UDP, 
ICMP, RTP가 차지하는 퍼센트를 나타내

고 있으며, 전체 트래픽의 대부분이 
TCP이고 나머지 UDP, ICMP, RTP는 5퍼
센트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
다. 관리자는 필요한 정보만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 트래픽 분석 그래프 

 
• 음성/데이터 분리기능 

그림 6은 IP 레벨의 UDP, TCP 등의 
패킷을 캡쳐하여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

하여 전체 데이터 트래픽과 음성 데이

터 트래픽을 나타낸 것이다. 2msec마다 
트래픽을 측정하고 있으며, statistics를 
통하여 매순간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패
킷의 카운트를 보여주며, 현재 데이터는 
261, 음성은 197개의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패킷 분석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 트래픽을 분리하여 음성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네트워

크 관리자는 음성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관리

자는 VoIP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각 장비와 링크에 대한 실시

간 정보를 파악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과 각 장비의 성능을 알 수 
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 내부의 Utilizat-
ion 및 Error Rate을 수집하여 DB에 저
장함으로써 데이터의 Integration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 음성/데이터 트래픽 그래프 
 

네트워크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을 하고 트래픽을 측정하여 VoIP의 
QoS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다. 또한 트래픽을 조절함으로써 
VoIP의 품질을 보장해줄 수 있다. 
 

3.3 분산 관리 
 

분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확장시, 확장되는 네트워크에 VNMS의 
서버만을 추가하여 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VoIP 네트워크 관리에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VoIP 서비스는 종단간의 
연결을 통해 RTP를 이용한 통신을 하므

로 단말간의 지터와 지연을 측정, 분석

하여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분산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구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분산된 서버 형태로 네트워크

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관리자는 클
라이언트 형태로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

를 파악한다[15][16]. 

 

그림 7 분산 관리 시스템 

 

그림 7은 분산 관리 하는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는 구조도로써, 서울, 수원, 
대전에 있는 3개의 네트워크를 관리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네트 
워크는 하나의 서버에 의해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 되며, 클라이언트는 
다수의 서버에 접속하여 여러 네트워 
크를 동시에 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 
서든 접속하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4. 결과 및 향상 방안 
 
 구현한 VNMS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는 인터넷 백본망의 트래픽

을 측정하였다. 표 1은 2001년 7월과 10
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매일 3시간의 
평균을 구한 것으로, 해외로 나가는 인
터넷 백본망 트래픽에서 TCP, UDP, RTP, 
ICMP를 분석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아직은 TCP 트래픽이 92퍼센

트 이상을 이루고 있지만, UDP가 2.5퍼
센트에서 4.7퍼센트로 증가한 것을 볼수

있다. 또한 RTP가 0.1퍼센트에서 0.5퍼
센트로 크게 증가함을 알수가 있다. 
UDP의 증가는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함을 나타내

고 있으며, 또한 RTP의 증가는 실시간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증가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향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시간 전송을 
요구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이 증대된다. 
구현한 NMS는 분산 구조로 되어있어  

 

표 1 트래픽 분석(국내 인터넷 백본망) 

2001년 TCP(%) UDP(%) RTP(%) ICMP(%) Others(%) 

7월 93.3 2.5 0.1 1.2 2.9 

10월 92.4 4.7 0.5 1.4 1.0 

  



VoIP의 RTP 연결을 관리할 수 있다. 또 
한 실시간으로 패킷간의 간격을 모니터

링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상황에 따
라 VoIP를 위해 라우터에서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외
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이 없는 네트

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매번 같은 트래

픽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라우터의 
priority queue를 이용하여 RTP 패킷에 
높은 priority를 적용한 것과 priority없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RTP의 도
착 간격을 나타낸다.  
 

그림 8 RTP 패킷에 높은 priority를 
적용한 경우 

 

그림 9 RTP 패킷에 높은 priority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림 8은 RTP 패킷이 다른 패킷들보

다 우선권을 준 것으로 대부분의 패킷

이 30ms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그러나 그림 9는 간격이 불규

칙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0ms 간격으로 
일정하게 도착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원활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며, 도착 간격의 편차가 심할수록 통
화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17]. 또

한 30ms 간격으로 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패킷 손실로 인해 뒤
에 오는 패킷이 60ms 이후에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다[7]. 그러므로 관리자는 
패킷 손실과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실시

간으로 음성 데이터를 모니터링함으로

써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적용해 
QoS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는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가 중
심을 이루고 있으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으로 데이터뿐 아니라 음
성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자는 네
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네트워크 환경에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
다. 그러므로 데이터나 음성데이터에 우
선순위를 주기 위한 네트워크의 정책 
결정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해야 한다. 
 

5. 결론 
 

기존 데이터 중심의 NMS는 음성, 영
상 데이터를 통합한 네트워크의 관리에

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음성 같은 지연

에 민감한 토픽(Topic)들이 구별 관리가 
되지 못했으나, VNMS를 통해 음성 데
이터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NMS
에 의해서 국내 트래픽을 음성 데이터

와 데이터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 결과, 현재 국내 인터넷 
망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5%미만

이지만 향후에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

다. 
향후 VoIP 네트워크의 관리 시스템은 

음성, 데이터가 분리되어서 실시간 음성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즉시 QoS를 위
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좋은 품질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QoS를 
위한 방안은 더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VoIP는 종단간 지연 및 트래픽 관
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형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각 서브네트워크의 
QoS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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