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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WiBro)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 와이브로 서비스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징(Web Browsing)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지표 개발에 관해 다룬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와이브로 웹브라우징 서비스와 

와이브로의 기본 무선특성을 가지는 데이터 베어러 서비스(data bearer)에 대해 

사용자의 서비스 시나리오와 서비스 트랜잭션 플로우(Service Transaction Flow),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전달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Network Entry Transaction), 핸드오버 트랜잭션(Handover Transaction), 
웹브라우징 트랜잭션(Web Browsing Transaction)들을 분석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지표 후보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지표들을 고객의 서비스 품질 종류별로 

분류하였고 계층적 트리로 만들어 모니터링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지표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 그 원인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development of KQIs (Key Quality Indicators) for Web browsing service of 
WiBro service (Wireless Broadband Internet Service) provided by Korea Telecom. To develop the 
KQIs for Web browsing service and the data bearer based on customer, we analyze user action 
scenario and service transaction flow, service delivery architecture, network entry transaction flow, 
handover transaction flow, and web browsing transaction flow in WiBro service. Through this 
service model analysis, we identify and show the KQIs based on user. And we make a hierarchy for 
the KQIs of WiBro service quality by classifying KQIs according to the service quality categories. 
By using these, we can monitor the service quality and easily understand the major cause when the 
service quality deteriorates. 

 
Keywords: WiBro(Wireless Broadb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 KQI(Key Quality 
Indicator),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1. 서론 
 

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서비스 품질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체감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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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서비스나 망 제공자 위주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시장상황이 되었다. 

즉, 고객체감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자체 품질,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이 인식하는 품질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타 통신사업자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자체의 품질과 이에 관련된 네트워크 성능, 서비스의 

고객체감품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지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품질저하 발생 시 그 원인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고객의 

VOC(Voice Of the Customer)에 대한 빠른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 품질지표 개발 

방법은 TMF(Telecommunication Management Forum)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 분석 

방법[1,2]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표들은 서비스 모델 분석을 통해 사용자 단말에서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서버까지 단대단(end-to-end)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하고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서비스 트랜잭션 플루우 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지표인 KQI(Key Quality Indicator)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베어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KQI(Key Quality Indicator)를 

개발하였다.  

와이브로의 웹브라우징 서비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 TMF GB 923의 KQI 개발 

방법[1,2]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사용자 동작 시나리오, 사용자 동작에 대한 트랜잭션 

플로우, 이에 관련된 상세한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 핸드오버 트랜잭션, 웹브라우징 

트랜잭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트랜잭션 플로우들의 분석을 통해, 웹브라우징 서비스와 

데이터 베어러에 대한 고객기반의 KQI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1,2] 후보들을 

도출하였다. 참고로, KQI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말하고 KPI는 

KQI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관련된 자원들로부터 측정 가능한 주요 성능 지표들을 

말한다[1,2]. 도출된 후보지표들은 ITU-T E.800 [3]을 참고하여 서비스 품질 종류별로 정리하고 

계층적 트리로 구성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고 서비스 품질 저하 시 그 원인을 계층적 

트리를 통해 용이하게 추적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관련된 연구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지표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3절은 본 논문에 적용한 서비스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는 웹브라우징과 와이브로 서비스의 기본 기능인 데이터 베어러 서비스에 대한 후보 KQI 

및 KPI 도출에 대해 다루었다. 5절에서는 서비스 품질 종류별로 KQI와 KPI로 분류하여 계층적 

트리로 나타내었으며 지표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도출된 

후보 KQI들과 KT내 측정 데이터와의 갭(gap)을 분석하여 실제 KT내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7절에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2. 관련 연구 
 

통신서비스의 KQI와 KPI 개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TMF를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Service 
Quality Management)를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ITU-T G.1010[4]의 서비스 분류 및 품질기준과 

ITU-T Y.1541[5]의 IP망에서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품질기준 등을 참고하고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서비스 음성품질에 대한 QoE(Quality of Experience)는 ITU-T G.114[6]와 

P.800[7]에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에 관련된 영상품질 QoE는 DSL Forum[8]과 

ITU-T FG-IPTV[9]에서의 품질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TMF에서는 서비스 별 QoE, QoS, 
Network Performance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 지표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로, 

TMF GB934[10]에서는 VoIP에 대해 대화품질(Conversational Quality), 청취품질(Listening Quality), 

 2



IP계층의 장애(impairments)를 정의하고 KQI와 KPI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TMF GB938[11]은 

IPTV에 대한 비디오 품질, 음성품질, 립싱크 등에 관련되어 KQI와 KPI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TMF GB923[1]에서는 무선서비스에 관련하여 KQI와 KPI 도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상세한 

KQI와 KPI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3. 서비스 모델 분석 방법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KQI들(Key Quality Indicators)을 도출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분석방법은 TMF GB923의 KQI 개발 방법[1,2]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절차는 그림 1과 같으며 

KQI를 도출하기 위해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

시간에 따른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동작 분석

시간에 따른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동작 분석

서비스 토폴로지
이해

서비스 토폴로지
이해

트랜잰션
매트릭스 개발

KQIs 개발KQIs 개발 KQIs 측정방법
식별

KQIs 측정방법
식별

KQIs 도출 측정방법도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5 & 6

단계 4

 

 

그림 1. KQI 개발 방법 

 

(1)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2) 시간에 따른 서비스 사용 분석 

서비스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시간에 따른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동작을 분석한다. 

(3) 서비스 토폴로지 이해 

KPI들(Key Performance Indicators)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end-to-end 토폴로지를 

이해한다. 

(4) 트랜잭션 매트릭스 개발 

각 개별 고객의 동작들을 상세한 동작으로 나누어서 기술적 동작과 트랜잭션 매트릭스로 

표현한다. 

(5) KQI들의 개발 

4번 과정에서의 트랜잭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에 필요한 KQI를 식별한다. 

(6) 서비스 자원에서 측정대상 식별  

KQI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측정대상을 식별한다.  

 

상기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징과 이에 

관련된 데이터 베어러 기능에 대한 품질지표 도출에 대해 다룬다. 

 3



 

4. 웹브라우징 및 데이터 베어러 서비스에 대한 KQI 도출 
 
이 절에서는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제공 구조, 서비스 제공 구조상에서의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트랜잭션 플로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서비스 트랜잭션 플로우로부터 KQI와 

KPI의 후보 품질지표들을 도출하였다.  

 

4.1 와이브로 서비스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사용자 동작 
고객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브라우징 서비스를 사용하기까지의 사용자 주요 

행동은 다음과 같다.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변경/취소 

KT 영업소,  KT 영업사원, 인터넷,  KT 가 지정하는 장소를 통해 신규 가입을 한다.  
 와이브로 서비스 접속 

 와이브로 망에 접속한다. 
 연결이 되었는지 인지한다. 
 이동 중에 와이브로 망에 접속한다. 
 연결된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차로 이동을 한다. 
 연결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인지한다. 
 와이브로망 접속 상태 (연결 세기, 신호세기 등)를 인지한다. 

 웹 콘텐츠의 선택과 보기 
 와이브로 망을 경유해서 일반 웹 포털에 접속한다. 
 웹 페이지에서 내용을 선택하거나 메뉴를 선택한다. 
 선택한 웹 콘텐츠를 본다. 

 
상기 사용자 시나리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 트랜잭션에 초점을 

둔다. 서비스 가입/변경/취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할 
계획이며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2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 
 

 
 
 
 
 
 
 
 
 
 
 
 
 
 
 
 
 
 
 

 
 

그림 2.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와 품질관리 관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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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서비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제공되는 상품 중 하나이며, 서비스 전달 

체인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랜잭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KT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2,13,14].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의 구성 요소로는 중계기, RAS(Radio Access Station), ACR(Access Control Router),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서버, 
와이브로 코어망, 콘텐츠 액세스 망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림 2에는 서비스 제공 체인에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품질관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별표로   
나타내었으며, 서비스 제공 체인에서의 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와 망 요소들뿐 아니라, 서로 
다른 도메인들(무선 네트워크, 접속 네트워크, 인증 서버, 콘텐츠 제공자의 운용 서비스 서버)간의 
상호 연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나타내었다. 

고객 종단에 위치하는 PSS는 실제 고객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특히 
무선 데이터 전송 관점에서 RAS와 ACR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DHCP와 
AAA서버들도 와이브로 서비스 인증 과정과 네트워크 엔트리 과정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대상이다. 또한, 응용 서비스 서버도 주요 관심포인트로 이는 와이브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KT 망 외부에 위치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서버의 경우, 
와이브 서비스에 부가가치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서버들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하지만, 보통의 전형적인 웹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서버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와이브로 코어 
네트워크 요소는 관리 대상으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데 이것은 개별 사용자 레벨의 KPI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코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코어 인프라는 보통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코어망의 품질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모델 분석에서 코어망 부분을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다. 

 
4.3 와이브로 트랜잭션 플로우 분석 

 
 
 
 
 
 
 
 
 
 
 
 
 
 
 
 
 
 
 
 
 
 
 
 
 

 
 
 

PSS RAS ACR AAA KT App ServerWiBro Core Content 
Access N/WDHCP CP App ServerPSS RAS ACR AAA KT App ServerWiBro Core Content 
Access N/WDHCP CP App Server

사용자 액션

WiBro 망에 접속

WiBro
웹포털에 접속

내용 선택

이동 중 내용

선택

일정시간 사용
중지 & 
집에

그림 3. 와이브로의 웹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한 트랜잭션 플로우 

귀가

콘텐츠

네트워크 엔트리 요구

보냄

연결 설정

초기 페이지 요구

초기 페이지 수신

선택한 콘텐츠 요구

선택한 콘텐츠 수신
(사진들 포함)

선택된 콘텐츠 요구

핸드오버 요구

핸드오버 완료

선택된 콘텐츠 수신

아이들 모드(Idle mode)
요구

페이징(paging) 요구
(network re-entry)

연결 설정

아이들 모드 종료요구
(network re-entry)

아이들 모드로 전환

선택된 콘텐츠 요구

선택된 콘텐츠 수신

장치에서의 트랜잰션

선택

network entry success/failure rate, network entry latency

content (menu) download time, content access entry success/failure rate

content download time, content access success/failure rate

content download time, handover delay, content access success/failure rate

idle mode enter delay

handover delay, handover success/failure rate

paging delay (network re-entry)

idle mode exit delay

content download time, content access success/failur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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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와이브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액션과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상의 
장치들과의 트랜잭션 흐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련의 트랜잭션이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상에서 일어 
나며,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와 서비스 리소스간의 상호작용 트랜잭션 흐름이 
각각의 서비스 리소스에 의해 실행된다. 그림 3에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TMF GB923과 같은 KQI 개발 방법론[1,2]을 따라 고객의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를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상에 트랜잭션 흐름으로 매핑하였다.  

고객의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를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음 시나리오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일반적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로 가정한다. 

 고객이 와이브로 단말을 통해 와이브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성공적으로 연결된다  
 고객이 고객의 단말을 통해 KT의 와이브로 웹 포털에 접속하고 단말상에 초기 페이지가 
나타난다. 
 고객이 초기 웹 페이지에서 뉴스 콘텐츠를 선택하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뉴스 
콘텐츠가 나타난다.   
 고객이 이동 중에 다른 뉴스 콘텐츠를 선택하면 다른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나타난다. 
 고객이 고객 단말을 일정시간 동안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고객이 집에서 스포츠 뉴스 콘텐츠를 선택하고 스포츠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나타난다. 
 
상기 시나리오상의 고객 액션은 그림 3과 같이 시간 별로 상세히 나눌 수 있는 데, 이것은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체인에서의 KQI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의 고객 액션에 
대한 트랜잭션 플로우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Network Entry success / failure rate 
 Content Access success / failure rate 
 Security Content (DRM(Digital Right Management) related) Access success / failure rate 
 Accuracy of the WiBro Content 
 Handover success / failure rate 
 Content download success / failure rate 
 Idle mode exit success /failure rate 
 
상기 도출된 지표들 중에서 보안 콘텐츠 접속 실패(Security Content failure)는 콘텐츠 접속 

실패(Content Access failure)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보안 콘텐츠 접속 실패는 콘텐츠 접속 실패 
발생시 인증실패라는 근본적 원인을 알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종류로 분리하였다. 
고객의 경험 품질 관점에서는 와이브로 콘텐츠의 정확성 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사용자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주요 트랜잭션의 성공/실패율과 더불어 고객이 느끼는 품질에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시간이 포함된다. 즉 응답시간이 늦을 수록 품질이 좋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고객이 인지하는 품질로서 주요 요청 및 응답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Network Entry latency 
 Content down load time 
 Handover latency 
 Idle mode enter latency 
 Network re-entry latency (Paging latency) 
 Idle mode exit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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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Network Entry Transaction) 분석 
 
 
 
 
 
 
 
 
 
 
 
 
 
 
 
 
 
 
 
 
 
 
 
 
 

 
 

PSS RAS ACR AAA DHCP

Ranging Request

그림 4.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 플로우 

 
그림 3 에서 나타낸 트랜잭션들 중에서 네트워크 엔트리는 다시 개별 액션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 흐름[13]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4로부터 도출된 와이브로 품질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Ranging success / failure rate 
 SBC(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success / failure rate 
 PKM (Privacy Key Management) Authorization success / failure rate 
 PKM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success / failure rate 
 PKM TEK(Traffic Encryption Key) success / failure rate 
 Registration success / failure rate 
 DHCP (IP connectivity establishment) success / failure rate 
네트워크 엔트리 트랜잭션에 관련된 주요 트랜잭션의 성공/실패율과 함께, 주요 요청 및 

응답 타이밍에 관련된 품질지표들은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Ranging Time delay 
 SBC Time delay 
 PKM Time delay (PKM 인증을 합한 값 ( PKM EAP와PKM TEK)) 
 Registration Time delay 
 DHCP Time delay 
상기 지표 도출과정에서 현재 RAS와 ACR사이는 삼성이 제공하는 HBI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삼성에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서비스 모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향후 개발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IEEE 802.16e의 표준에 
따르는 프로토콜이 적용될 예정이다. 

 
4.5 핸드오버 트랜잭션(Handover Transaction) 분석 

와이브로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핸드오버이다. 그러므로 그림 3의 트랜잭션들 중  
핸드오버에 대한 트랜잭션은 개별 액션으로 다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핸드오버의 상세 

Ranging Response

SBC Request

SBC Response

PKM Auth Request

PKM Auth Response

PKM EAP Request

PKM EAP Response

PKM TEK Request

PKM TEK Response

Registration Request

Registration Response

DHCP Request

DHCP Response

Ranging using Hbis

SBC using Hbis

Privacy Key Management
using Hbis Diameter

DHCP Request

DHCP Response

Registration using Hbis

DHCP using H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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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14]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기본적으로, KT는 하드 핸드오버(HHO(Hard HandOver))만을 
사용하여 서비스 영역을 커버한다. 와이브로에 있어서 하드 핸드오버 종류는 Inter Sector HHO, 
Inter RAS HHO, Inter ACR HHO, Inter Sector FA(Frequency Assignment) HHO, Inter FA HHO, Inter RAS 
FA HHO, Inter ACR FA HHO등과 같은 여섯 종류가 있다. 그림 3의 핸드오버에 대한 트랜잭션 
흐름과 HHO타입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PSS

MOB_NBR_ADV (N_NEIGHBORS=2)

MOB_SCN_REQ (Scan duration = N frames, Interleaving interval = p frames, Iteration = T frames)

MOB_SCN_RSP (Start frame = M frames, duration = N frames)

Network Re-entry

BS (serving) BS #1 BS #2

MOB_PSSHO_REQ
HO_pre_notification

HO_pre_notification

HO_pre_notification_response (ACK, lower QoS class)

MOB_PSSHO_RSP

MOB_PSSHO_IND (stopped)

Serving BS release

Synchronize w/ BS#2
measure metrics

Synchronize w/ BS#3
measure metrics

M frames

Scanning interval
Duration=N frames

Data Traffic (if any)Non-scanning 
interleaving interval

(P frames)

Iteration #2
Synchronize w/ BS#2, BS#3

measure metrics

HO_pre_notification_response (ACK, same QoS class)

그림 5. 하드 핸드오버 트랜잭션 흐름 

 
 Inter Sector HHO success / failure rate 
 Inter RAS HHO success / failure rate 
 Inter ACR HHO success / failure rate 
 Inter Sector FA HHO success / failure rate 
 Inter RAS FA HHO success / failure rate 
 Inter ACR FA HHO success / failure rate 
그리고 핸드오버 주요 트랜잭션의 성공/실패율과 관련된 주요 요청 및 응답시간에 관련된 

품질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Inter Sector HHO latency 
 Inter RAS HHO latency 
 Inter ACR HHO latency 
 Inter Sector FA HHO latency 
 Inter RAS FA HHO latency 
 Inter ACR FA HHO latency 

 
상기 여섯 종류의 핸드오버 대기시간은 핸드오버 요청/응답 타임스탬프와 핸드오버 타입을 

이용하여 분석 및 도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TTA WiBro Phase-1 Step-1[14]에 의하면 Inter Sector 
HHO, Inter RAS HHO, Inter ACR HHO의 핸드오버 시간에 대한 기준은 150m이내 이고, Inter ACR 
HHO는 1초로 추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핸드오버 요청/응답 시간 스탬프와 핸드오버 타입을 
구분하여 핸드오버 대기시간을 식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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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웹브라우징 트랜잭션(Web Browsing Transaction) 분석 
 
 
 
 
 
 
 
 
 
 
 
 
 
 
 
 
 
 
 
 

그림 6. HTTP 콜 흐름 
 

웹브라우징에 있어서도 그림 3의 트랜잭션은 다시 개별 액션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형적인 웹브라우징 세션(session)의 패킷 흐름은 버스트(burst)성이기 때문에, 세션은 웹 페이지의 
내용을 다운로드(download)하는 시간과 사용자가 읽는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웹 페이지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쓰여지며, 메인 페이지와 많은 임베디드 
객체(embedded objects)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주소를 타이핑하고 요청을 서버로 보냄으로써 메인 
페이지를 다운로드한다.  PSS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웹 페이지의 각 컨텐츠를 수신함에 
있어서, 임베디드 이미지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를 파싱(parsing)하며 
각각의 임베디드 객체는 새로운 요청을 수행한다. 각 요청들을 받는 HTTP 서버는 임베디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연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사용자가 임베디드 객체 다운로드를 요구하면서부터 임베디드 객체가 모두 다운로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으로 발생한다. 특히, 다운로드 시간은 무선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시스템 부하, 페이지 크기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로, 다운로드 시간은 몇 초가 걸릴 
수도 있지만 10초 이상도 걸릴 수도 있다.  

그림 6은 웹브라우징 데이터 요청에 관련하여 PSS와 HTTP서버간의 전형적인 콜흐름을 
나타내며, 웹브라우징 세션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로 특성 지어질 수 있다[15]. 

PSS HTTP 서버

HTTP 응답

HTTP 요구(URL)

HTTP 요구-임베디드 객체들(embeded objects)

HTTP 응답-임베디드 객체들(embeded objects)

PSS HTTP 서버

HTTP 응답

HTTP 요구(URL)

HTTP 요구-임베디드 객체들(embeded objects)

HTTP 응답-임베디드 객체들(embeded objects)

 HTTP request timestamp 
 DNS lookup time(사용자가 IP주소보다는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하는 경우) 
 HTTP Server (service server) connection time 
 Content download time (웹 페이지의 메인 객체와 임베디드 객체들) 
 Content download size (웹 페이지의 메인 객체 크기와 임베디드 객체 크기의 합) 

 

와이브로를 통한 웹브라우징 세션은 일반적인 유선 인터넷 서비스와 비슷하며, 서비스 
품질은 와이브로와 유선 인터넷 서비스 모두 Best effort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과 와이브로를 비교했을 때 주요 차이점은 웹브라우징 트랜잭션 도중에 핸드오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브라우징 서비스 품질은 핸드오버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며 전송 품질의 관점에서 다음의 KPI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Packet Loss   
 Packet Delay 

 
전송 품질에 관련된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운용자들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서비스 

 9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로서 PSS, 액세스네트워크, 코어네트워크 등에서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4.7 사용자 기반의 트랜잭션 외의 무선환경 분석 
트랜잭션 흐름과는 달리, 무선환경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실제 경험을 측정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모바일 서비스 품질에 관련하여, RF 리피터(repeater)나 RAS와 같은 
무선 리소스의 성능은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RF 기반 메트릭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Air 
Interface Overview[16]와 ITU-R 8F/1079-E[17]를 참고하였으며, 이 문서들을 통해 무선에서의 처리량, 
RF파워(신호 세기, 간섭)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Rx 세기, Tx세기 (수신/송신 신호 세기) 
 VSWR(Voltage Standing Wave Ratio) 
 Preamble power  
 CINR (Carrier to Interference-plus-Noise Ratio) 
 MAP(Media Access Protocol)에서의 PER(Packet Error Rate) (IP-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프레임 구조에서 미디어 접속 프로토콜(Uplink/Downlink MAP)의 패킷 에러율) 
 대역폭  
 Air throughput (무선 처리량) 

 

5. KQI의 분류 
 
4절에서 와이브로의 웹브라우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트랜잭션 플로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 중심으로 관리해야 할 서비스 품질 지표인 KQI와 KPI의 
후보들을 도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4절에서 도출된 후보 KQI와 KPI들이 서비스 사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품질 중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분류를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카테고리는 ITU-T E.800 [3]을 참고하여 정의하였으며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4절에서 도출한 품질지표들은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였고 
관련 있는 KQI들은 다시 결합된 cKQI(combined KQI)로 표시하여 계층적인 트리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 품질지표들 중에서 실측되는 파라미터인 KPI로 분류된 것은 관련된 각 카테고리 
별 KQI들과 연결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지표들의 값들은 그림 7의 1,2,3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표 1. 서비스 품질 카테고리들의 정의 

카테고리 정의 

서비스 접근 (Service Accessibility) 서비스 접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성능 측정을 위한 카
테고리 

서비스 유지 (Service Retainabili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나
타내는 카테고리 

서비스 품질 (Service Quality)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성능 측
정을 위한 카테고리 

서비스 지연 (Service Latency) 시스템의 응답성에 대한 고객 인지 측정을 위한 카테고리 

서비스 지원 (Service Supportability) 개통과 A/S 을 지원하는 요소들의 성능 측정을 위한 카테

고리 

서비스 진단 (Service diagnosis) 내부고객인 운용자가 망 요소의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카
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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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관점

 

 

 

 
KQI 카테고리

 

 

 

 

 

 

 
KPI 들의 값들에 대한 정규화를
통한 KQI 값 산출

KQI 들의 값들에 대한 정규화 및 가
중치 부여를 통한 cKQI 값 산출

KQI 들의 값들에 대한 정규화 및 가중치 부
여를 통한 KQI Top level 값 산출

 

그림 7.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KQI 카테고리들 
 

4절에 도출된 KQI들은 표 2와 같이 서비스 유지성, 서비스 지연, 서비스 품질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KPI로 분류된다. 그 외 카테고리에 관련된 KQI와 KPI들은 
bottom-up방식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관련된 망 요소들과 서비스 시스템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참고로, 표 2에서 KQI항목 중 실패 값을 감시하는 것은 실패 값이 서비스 
품질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기 때문이다. 

 
표 2. 카테고리 별 계층별로 분류된 KQI 

카테고리 cKQI 1 차 KQI 2 차 KQI 
Network Entry Failure Rate  
Ranging Failure Rate  
SBC Failure Rate  

Authorization Failure Rate 
EAP Failure Rate PKM Failure Rate 
TEK Failure Rate 

Registration Failure Rate  

Network Entry 

DHCP Failure Rate  
Content Access  Failure Rate  

서비스 접근  

Content 
Availability Security Content Access Failure 

Rate 
 

Inter Sector HHO Failure  
Inter RAS HHO Failure  
Inter ACR HHO Failure  
Inter Sector FA HHO Failure  
Inter RAS FA HHO Failure  

서비스 유지 Handover 

Inter ACR FA HHO Failure  
Web Browsing  서비스 지연 Service Transaction 
Handover  

 11



Idle Mode Exit  
Network Entry   
WiBro Content   
Activation Idle_Mode Exit   

RAS_RF 
RAS 

RAS_Throughput 
Repeater_RF 

Wireless 
Repeater 

Repeater_Throughput 
Access  

Response_Time 
Core Transport 

Packet_Loss 

서비스 품질 

Transport 

PSS  
그리고 4절에서 도출된 지표 중 KQI로 분류되지 않고 실제 망 요소 관련 시스템에서 측정이 

되는 항목들은 KPI로 분류되었다. 예로, 표 2의 KQI에 관련된 KPI들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KQI 에 관련된 KPI 
카테고리 KQI KPI 

HTTP Request Timestamp 
Service Server Connection Timestamp 
Content Download Completion Timestamp 

Web Browsing 

Content Download Size 
HO Network Re-Entry Delay Handover 
HO type 

Idle Mode Exit Idle Mode Re-Entry Delay 
Ranging Time delay 
SBC Time delay 
PKM Time delay 
Registration Time delay 

서비스 지연 

Network Entry 

DHCP Time delay 
VSWR 
Rx Power 
Tx Power 
Preamble Power 
CINR 

RAS_RF 

PER in MAP 
Upstream RAS_Througput 
Downstream 
VSWR 
Rx Power 
Tx Power 
Preamble Power 
CINR 

Repeater_RF 

PER in MAP 
Repeater_Throughput Air Througput 

Average Packet Delay Access 
Packet Loss Rate 

Response_Time 
(Core Transport) 

Average Response Time 

Packet Loss  
(Core Transport) 

Packet Loss Rate 

Average Packet Delay 

서비스 품질 

PSS 
Packet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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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 KQI들의 실측 가능성 분석 
 

이 절에서는 4절과 5절에서 고객 중심으로 도출한 후보 KQI와 KPI들에 대해 실제 와이브로 
서비스의 망 요소들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측정이 가능한 값들인지를 점검하였다. 즉,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상의 망 요소들과 망 요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로부터 가용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중심으로 도출된 KQI와 KPI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가능한 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다음 그림 8은 KT내의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구조상에서 KPI로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주요 부분을 나타낸다. 여기서 도출된 KQI와 KPI들 중 실측 불가한 
KQI 및 KPI를 갭(gap)이라 부른다. 

 
 
 
 
 
 
 
 
 
 
 
 
 
 
 
 

Premium Network

Edge
Router

Core
Router

L2
switch

L2
switch

RepeaterRepeater

PSS

PSS

PSS
Edge

Router

Edge
Router

ACR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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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서비스 서버

DNS

InternetInternet

Gateway

콘텐츠 제공자
서비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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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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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후보 KQI 및 KPI 의 갭 분석 
 
그림 8상에 표시된 망 요소에서의 주요 갭(gap)은 다음과 같다. 

① PSS 에서의 품질측정 지표: 웹브라우징 지연, 핸드오버 지연, 핸드오버 성공률 관련 
지표 

② RAS 와 ACR간의 연계 프로토콜에 관련된 가시화 지표 
③ RAS 단의 품질측정 지표: 섹터(Sector) 및 RAS 간 핸드오버 지연, 핸드오버 성공률 

관련 지표 
④ ACR 단의 품질측정 지표: 인증성공률, IP할당성공률, 초기 네트워크 접속 지연 시간, 

Idle모드에서의 활성화 지연 시간 관련 지표 
⑤ 와이브로 응용 서비스 서버 단의 콘텐츠에 대한 정확성 검증관련 품질 지표  

  
그림 8의 주요 갭과 함께, 4절에서 도출된 지표들에 대해 KT내의 망 요소들과 관련 

시스템들로부터 서비스 사용자 단위의 KPI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약 77%가 현재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였으며, 지표들에 대한 실측데이터가 서비스 사용자 단위가 아닌 
집합(aggregation) 단위로 측정 가능성을 진단했을 시에는 약 66% 정도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갭의 발생은 개별 가입자의 서비스 품질을 기본으로 서비스 모델을 분석하고 지표를 도출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와이브로 단말 및 와이브로 서비스 망에서는 가입자 별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파라미터들과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 
별이 아닌, 가입자 구분 없는 집합(aggregation) 단위의 KPI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의 망 
요소들로부터 66% 정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이므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품질저하 발생시 어떤 망 요소의 품질 저하로 발생하는 지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갭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입자 별 서비스 품질관리에 
있어서, 현재 망 요소들과 관련 시스템들로부터의 데이터로는 서비스 사용자 각각에 대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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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가입자 별 즉, 서비스 사용자 별 KPI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품질측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된 서비스 품질지표는 
품질측정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측정되어야 할 파라미터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인 웹브라우징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트랜잭션 플로우를 분석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지표인 KQI와 KPI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 관리의 
카테고리를 정의하여 도출된 지표들에 대해 분류하였고 계층적 트리로 나타내었다. 즉, 고객의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에서 시작하는 top-down방식으로 고객 기반의 서비스 품질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지표들에 대해 현재 KT 와이브로 망 요소와 관련 시스템들로부터 
측정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도출된 서비스 품질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서비스 사용자 별로 품질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사용자 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출된 지표들과 관련하여, 사용자 구분 없는 집합(aggregation)단위로의 품질관련 
데이터들은 약 66% 수집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수준과 품질저하 
발생시 어떤 망 요소에 의해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출된 서비스 품질 지표들은 향후 가입자 별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측정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측정 파라미터 요구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가입자 별 
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시에도 모니터링할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KQI들은 5절에 나타낸 서비스 품질 카테고리 중 일부이며, 향후 
추가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모델 분석을 통해 KQI, KPI항목들의 보강과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항목들을 나타내었다. 

 와이브로 단말에 대한 개통과 활성화, 서비스 오더의 변경 및 해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처리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KQI 도출 

 와이브로 서비스의 응용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 모델 분석을 통한 KQI 도출 
 도출된 KQI와 KPI들에 대한 서비스 망에서의 실측 데이터와의 갭(gap)분석 및 최적화 
 도출된 KQI와 KPI들을 관리하는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도출된 KQI와 KPI들에 대한 운용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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