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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빠른 서비스 개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 여러 사업자, 다양한 기술, 많은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는 인프라를 통한 
QoS/SLA 의 보장, 유연하고 신속한 기술 기반의 변화들이 IP 기반 통합망에서 제공된

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이 약속된 SLA 에 맞춰 정확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NMS 가 수집한 네트워크 정보가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실제 사용

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네트워크 자원의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NMS 가 가진 잘못된 네트워크 정보를 보정하고 정확한 네트

워크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한다. 
 

 

1. 연구 배경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이 가정이나 회

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되면서, 점점 더 
많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IP 망에서 제
공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IP 
망의 best-effort 방식은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어

야 하는 VoIP 혹은 VPN,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통신망이 회선 중심

의 PSTN 으로부터 IP 기반의 NGN(Next 
Generation Network)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1, 2]. 
NGN 환경에서 제공될 VoIP 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QoS(Quality of 
Service)[3]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취향

과 요구에 맞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적인 서비스 협약이 필요하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4, 5]는 이러한 
Qo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품질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QoS/SLA 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BNM(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6].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약속된 SLA 는 일련의 정책으로 변환되

고,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은 
PMS(Policy Management System)에서 정의한 정
책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사용

자에게 약속된 QoS 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NMS 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 정

보는 무수히 일어나는 사용자의 접속 및 해제

로 인해 수시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기반 관리시스템

은 네트워크 정보를 정해진 주기마다 처리하므

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전
부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NMS 가 가지고 있



 

KNOM Review, Vol. 9, No.1, June 2006 32

는 네트워크 정보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정보가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으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 제
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자의 네트워크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NMS 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보정함으로써 정
확한 네트워크 자원 정보의 유지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NGN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확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한다. 2 장에서는 
NGN 환경에서 QoS/SLA 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관련 기술들에 대해 알아

본다. 3 장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체계가 
실시간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알
아보고, 4 장에서 정확한 네트워크 정보를 유지

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테스트 환경 하에서 구
현한 내용을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2.1 NGN 
NGN(Next Generation Network)은 일반전화망, 

ATM, 프레임릴레이, 전용망, 무선통신망 등 

모든 통신 네트워크를 패킷 기반의 통합망이다. 

국제표준 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NGN 에 대하여 

packet based network, IP based network 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Institute)에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신규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패킷 기반 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2]. 

NGN 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화와 패킷화이

다. 음성, 데이터, 영상을 동시에 수용하며 인

터넷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징 등과 같은 다양

한 부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트

래픽을 패킷 단위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회선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기존 방식에 비

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NGN 과 관련하여 광대역 통합망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개발 중

에 있다. 이는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어짐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이다 [7]. 
 

2.2 PBNM 
PBNM(Policy-Base Network Management) 기술

은 비즈니스 및 서비스 차원의 관리정책을 정

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PBNM 기술에서 정책은 네트워크 자원을 관

리 및 제어하기 위한 집합으로써,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행위의 목적 및 순서 방

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칙들이다 [8, 

9]. 즉,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구축된 지식기반(Knowledge-base)을 이용하여 

각 상황에 대한 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아놓은 집합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PBNM 에서는 정책의 정의가 핵심이며, 이

러한 정책은 향후 지속적인 운용관리를 통해서 

적용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이를 반영하여 정

책을 재정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

능하다. 

그림 1 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Policy WG 에서 정의한 정책 정의와 관리를 위

한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 규

칙들을 정의하고,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구성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PBNM 

구조는 크게 다음 4 가지로 구성된다 [8, 9]. 

• 정책 관리도구(PMT: Policy Management 
Tool) 

• 정책 결정자(PDP: Policy Decision Point) 
• 정책 실행자(PEP: Policy Enforcement Point) 
• 정책 저장소(PR: Policy Repository) 
 

 
그림 1. PBN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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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입

력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은 PR 에 저장되고, 

PEP 가 정책을 요구할 시 PDP 가 PR 의 정책을 

검색한 후 결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PDP 와 

PEP 사이의 정책 전달에는 COPS, SNMP, CLI, 
XML 등이 사용된다. 

유무선 통합망에서 사용자의 QoS/SLA 보장

에 대한 변경 요구는 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러한 요구를 네트워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PBNM 기술은 사용자의 동적

인 SLA 변경 요구를 단지 QoS 정책을 수정함

으로써 바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효과적이고 동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3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TCP/IP 환경의 초기 네트워크 관리는 주로 

ICMP 를 이용한 종단간 장비의 연결 상태 파

악으로 이루어졌으나, 네트워크 확장에 의해 

통신 장비와 시스템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이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생겨난 여러 표준 프로토콜 중 SNMP 는 현재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9]. 

그림 2 는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를 

나타낸다. 관리 에이전트는 NMS 가 요청한 정

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비동기적으로 
NMS 에게 관리장비의 중요한 정보를 전송한다.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들은 객체로 표현되며, 

이러한 객체의 집합을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이라고 한다. 매니저는 SNMP
를 사용하여 관리장비의 MIB 변수들의 값을 

읽고 변경함으로써 관리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

다. 

 

 
그림 2.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 

 

NMS 의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GetRequest/ 
GetNextRequest/ Set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에이전트로 전송하며, 에이전트는 GetResponse 
메시지를 통해 NMS 에 응답한다. 또한 에이전

트는 자신의 MIB 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장

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알리기 위해 

TRAP 메시지를 만들어 NMS 에 알린다. 
  

3. 기존 네트워크 관리 체계의 문제점 
 

그림 3 는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구조를 나

타낸다. 관리 에이전트는 네트워크의 접속 노

드(AN: Access Node)에 장착되고, NMS 는 에이

전트와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

보를 주고받는다. NMS 와 에이전트 사이에 보

내지는 SNMP 메시지는 Get/Response 방식과 

TRAP 방식으로 전송된다. Get/Response 방식은 

SNMP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한 일정한 주기에 

의해 동작하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네트워

크 정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TRAP 방식

은 이벤트로 처리되므로 AN 에 연결된 노드들

의 수가 적을 경우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적게 

주고 연속적, 가변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 정

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

한 형태의 NGN 환경에서는 AN 에 연결된 수

많은 노드들의 빈번한 접속과 해제로 인해 이

벤트가 발생하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에 대한 TRAP 메시지를 전부 주고받아야 하

므로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NGN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그림 3.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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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단말로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요청한 QoS/SLA 를 만족하는 서비스

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과정, 

즉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을 통해서 확인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서

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

은 다음 내용들이 있다. 

• 사용자가 PMS 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와 다른 단말을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해

지나 일시 중지 등의 처리에 의해 다른 사

용자에게 제공되던 서비스의 중단 

• 동일한 MAC 주소를 가진 단말의 사용으

로 인한 서비스 오류 

• 사용자가 서비스에 제한된 단말 외에 비공

식적으로 다른 단말을 추가하여 사용 

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체

계가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

제로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상황을 NMS 에서 

제 시간에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하고, 잘못된 

네트워크 정보가 NMS 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를 

야기한다. 다음 장에서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

속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 NMS 의 잘못된 네트

워크 정보를 보정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4. 사용자 접속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

인 네트워크 관리 체계 
 

NGN 환경에서는 RGW(Residential Gateway)를 

통해 PC, 인터넷전화, PDA, 핸드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All-IP 단말들이 AN 에 접속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해진 단

말들과 복잡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지원하

기 위해 NMS 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 분석

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

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관리 시스템(PMS, 
CMS: Customer Management System, DHCP, AAA)
들이 ER(Edge Router)을 제어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원하는 QoS/SLA 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접속 정보를 사용하

여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위

해 SMS (Subscriber Maintenance System)를 사용

한다.  

 
그림 4. 제안된 네트워크 관리 체계 

 

그림 4 는 제안하는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PMS 는 사용자가 초기 접

속 시 IP 할당과 인증을 위해 DHCP 서버에 접

속하는 정보를 받아 이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

게 맞는 정책을 적용한다. 따라서 PMS 는 사

용자가 실제로 네트워크에 접속한 정보를 가지

고 있게 되고, SMS 는 이 정보와 함께 NMS 가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받아온

다.   

SMS 는 위의 과정들을 통해 수집한 두 가지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네트워크에 접

속해 있는 사용자의 적합성과 함께 서비스의 

오류를 사전에 미리 감지하게 된다. 오류가 없

는 경우 양쪽의 네트워크 정보가 서로 일치해

야 할 것이고,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SMS 가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오류

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의 이

동이나 접속 등이 NMS 가 네트워크 정보를 수

집하기 이전에 발생할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를 NMS 에서 수집할 때까지 ER 을 통과하

는 실제 네트워크 정보와 NMS 의 정보를 상이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용자가 약속된 서비스

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 받는 경우

가 생기게 된다. 

그림 5 는 SMS 의 오류 유형 판단 알고리즘

을 나타낸다. SMS 는 잘못된 네트워크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판단한다. 

• 중복된 MAC 주소: 원칙적으로 NIC 
(Network Interface Card)의 MAC 주소는 유

일한 값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는 동일한 MAC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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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류 유형 판단 알고리즘 

 

가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

의 입장에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

한 파라미터이기도 한 MAC 주소의 중복으

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오류가 생기게 된

다. 따라서 SMS 에서는 가장 먼저 NMS 와 

PMS 로부터 수집한 네트워크 정보의 MAC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MAC 주소

의 중복일 경우 운용관리자에게 중복된 

MAC 주소가 있음을 통보하여 조치하게 한

다. 

• 네트워크 장비의 확인: NMS 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한 경우, 실제 네트워크 

정보에는 이 사용자의 정보가 있지만, 
NMS 에는 이 사용자의 정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양쪽 정보의 MAC 주소가 불일치

하게 되고, 이것이 중복된 MAC 주소가 

아닐 경우 실제 네트워크 정보가 가지고 

있는 장비 정보가 NMS 의 네트워크 정보

에 있는지 비교한다. NMS 에 장비 정보가 

존재하면 이는 사용자가 접속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 사용자 인증 ID 의 비교: MAC 주소는 불일

치하고 해당 네트워크 장비 정보가 NMS
에 있을 경우 NMS 가 가진 사용자 인증 

ID 를 찾아 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가 불

일치할 경우 다른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지 검색한다. 사용자 인증 

ID 가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는 유효한 사

용자가 되고, 불일치한 정보를 다른 사용

자가 사용한다면 두 사용자가의 정보가 서

로 불일치한 경우가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오류 유형의 판단을 위해 

SMS 에서 비교해야 할 네트워크의 정보의 파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 단말의 MAC 주소 

• 사용자의 인증 ID 

• 사용자의 세션이 통과하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 

•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시간 정보 

SMS 는 발견된 오류와 해당 유형을 웹 서비

스를 통하여 GUI 로 운용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운용관리자는 이를 통해서 현재 NMS 의 네트

워크 정보와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네트워

크 정보의 상이한 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오류 

유형 분석 결과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

로써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오류 유형 외에 운용상에

서 발견되는 다른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도 그 오류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

해 SMS 에 오류 유형 발견 알고리즘을 추가함

으로써 SMS 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NGN 환경에서 QoS/SLA 를 만족

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관리 체

계는 점점 커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SNMP 
기반 NMS 가 네트워크 정보의 연속성과 정확

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과 네트워크 관리에 발생되는 오류들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SMS 를 통해 해결한다. SMS
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NMS 의 잘못된 네트워크 정보를 보정하여 정

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관

리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정된 네트워크 정보

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네트워크의 오류를 

탐지, 보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QoS/SLA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유무선이 통합된 네트워크 환경에

서 사용자 단말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용자가 현재 올바른 정보에 맞게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가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

서 사용자 단말이 이동한 경우와   사용자가 

다른 단말로 교체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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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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