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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네트웍 스루풋 및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이용한 동시 연동 추출을 이용한 품질관리방법 및 시스템 구현

에 관하여 서술한다.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단대단(End-to-End) 네트웍 스루풋 측정과 HFC(Hybrid 
Fiber and Coaxial)망 구간을 포함한 전체 케이블 서비스망 각 구간의 품질영향요소 추출을 SNMP 와 자동으

로 동시 연동 수행하는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망자원 공유 및 최선도달(Best-Effort) 특
성이 강한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의 실제 품질 현황 및 망품질 저하 원인의 파악, 그리고 정확하

고 신속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품질 향
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가입자망 품질 향상 업무

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HFC 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요 설명에 이
어 본 품질관리시스템 구성 및 구현 방법 설명하고, 각 망구간의 품질영향요소 상세 추출 과정 및 세부 항
목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본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 예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HFC 망 진
화에 따른 향후 구현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서론 

 
종래의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방식

은 케이블망, 즉 CATV 용 광동축 혼합망(HFC; 
Hybrid Fiber and Coaxial) 선로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원래 케이블망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아날로그 CATV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

여 주로 다운로드 단방향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

된 매체였으나, 초고속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수요

의 증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DOCSIS(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표준[1]을 적
용하여 현재의 유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송매체

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국 

및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국사 등에서 가입자 
댁내로 이어지는 전송망 구성은, 전기적 신호의 흐
름이 하향으로는 분산형, 상향으로는 집합형으로 흐
르는 트리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지역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셀(cell)에 속한 수십~수백명에 
이르는 다수의 가입자들은 동일한 상향 채널

(1.6MHz~3.2Mhz) 및 하향 채널(6MHz) 주파수 대역

폭 자원을 공유하게 되고, 가입자 댁내의 각종 전기

적 잡음이 상방으로 집합 유입되어 전송망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한다[2].  

 

 
<도 1> HFC 망구성도 

 
이와 같은 최선도달(Best-Effort) 및 상향 잡

음유입 특성이 두드러진 HFC 망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접속 및 이용이 급증하는 최번시대

에는 망자원 부족, 댁내 잡음 유입 증가로 인한 전
송망 품질 불안, 서비스 장비의 부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품질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서는, 전체 HFC 망의 각 구간별 다양한 품질영향요

소들이 가입자가 경험하는 End-to-End 체감 품질 측
정과 동시에 파악되어, 이들 품질영향요소들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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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입자망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고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ISP 측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은, 가입자 의도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단순 네트웍 스루풋 측
정 시스템과 서비스 장비 운용자 및 망관리자 용도

의 이른바 단순한 형태의 주기적 Ping 또는 SNMP 
질의를 이용하는 이른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개념의 망관리 시스템[4]이 별도로 이원화

되어 구축, 운용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된 품질

관리시스템의 경우, 최선도달(Best-Effort)과 망자원

공유 특성이 두드러진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의 독특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End-to-end 네
트웍 스루풋 측정과 그때의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

소를 동시에 획득하여, 품질현황 파악 및 품질저하

원인 분석 성능을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 관리 업무

가 가능하다. 
 

 
   2. 시스템 구성 및 구현 방법 개요 

 
이하에서는 본 품질관리시스템에 적용된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네트웍 스루풋 및 SNMP 를 이용한 HFC 망 품질영

향요소의 동시 연동 측정 방법에 있어서, 각 망구간

별 품질영향요소 추출 단계 및 방법에 관하여 서술

한다. 
 

 
<도 2> 본 시스템의 품질영향요소 추출 방법 

 

본 시스템의 네트웍 스루풋 및 SNMP 를 
이용한 HFC 망 품질영향요소의 동시 연동 측정 방
법은 <도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ICMP(Internet Control Management 
Protocol) 표준에서 정의된 기능인 TraceRoute 측정

을 통해, 가입자 댁내에서 사업자 백본측 서버까지 
이르는 모든 망구간 IP 장비들의 IP 정보를 획득하

여, IP 주소 정보를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측정서버로 전송 및 저장시키

는 제 1 단계; 이상에서 획득된 IP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 댁내에서 사업자 백본측 서버까지 이르는 
모든 망구간 가운데 가입자측 PC 구간의 품질영향

요소 정보를 추출하는 제 2 단계; 가입자 댁내에서 
사업자 백본측 서버에 이르는 구간까지의 단대단 
네트웍 스루풋을 측정하는 제 3 단계; 가입자 댁내의 
CM(Cable Modem) 정보를 이용하여, CM 에 대한 
SNMP 질의를 통하여, HFC 망의 전송망 구간의 품
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하는 제 4 단계; CM 의 정보

를 이용하여,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에 대한 SNMP 질의를 통하여, HFC 망의 접속망 구
간의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하는 제 5 단계; 및 
사업자 백본측 서버에 이르는 전 라우터의 성능과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망 구간의 품질영향요

소 정보를 추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먼저, 가입자가 웹접속을 이용

하여 품질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네트

웍 스루풋 측정 시스템 (예. http://myspeed. 
hanaro.com/)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수행

되는 동시에 SNMP 질의를 이용하여 ISP 망에서 가
입자 댁내에 이르는 각 망구간에서의 품질영향요소 
정보 추출을 수행하는 SNMP 서버 및 해당 추출 정
보를 DB 에 저장하는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있어

야 한다. 
또한, 측정 전후의 가입자 구별 및 인증을 

위하여,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웹접속이 가능한 별도

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인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SNMP 를 이용하여,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망구간 장비에 대한 질의(Query)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서비스 장비가 SNMP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고, 질의자측 특정 IP address 
및 특정 SNMP community 에 대한 SNMP 접속을 허
용하여야 하며, 질의자는 정상적인 SNMP 질의 및 
획득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 장비의 
IP address 및 SNMP community 그리고 획득하고자 
하는 MIB 에 대한 OID(Object Identification) 번호를 
인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ISP 의 서비

스 장비는 기본적으로 SNMP 및 RFC 표준 MIB-II
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SNMP community 와 
SNMP 접속이 가능한 IP 대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적인 망장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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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하에서 가입자 자의의 네트웍 스루풋 
측정이 수행되면, 그와 동시에 SNMP 질의를 통하

여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함유한 각 구간 망장비의 
MIB 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가입자의 댁내 체감품질

을 파악하고 그와 동시에 각 망구간의 다양한 품질

영향요소를 획득하여 품질저하원인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각종 RFC 
MIB 은 물론 Vendor Private MIB 을 지원하는 Cisco 
[3] CMTS 및 Router 를 기반으로 구축된 ISP 의 케이

블 인터넷 서비스망 환경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3. 본 품질관리시스템의 품질영향요소 상세 
추출 과정 및 구현 방법 

 
이하에서는 본 제안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관

리를 위한 네트웍 스루풋 및 SNMP 를 이용한 HFC 
망품질영향요소의 동시 연동 측정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3.1 가입자 댁내 구간 정보 추출 및 단대단 
네트웍 스루풋 측정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가입자

가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품질측정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웹주소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하여 접속한 후, 별도의 
가입자 인증용 사용자번호를 입력하여 정상 가입자

로서의 인증을 완료한다. 
그런 다음, 가입자가 측정 시작 버튼을 누

름으로써 네트웍 스루풋 및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

소의 연동 측정이 일괄 진행되게 된다. 가장 먼저, 
ICMP 표준에서 정의된 기능인 TraceRoute 측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입자 댁내에서 사업

자 백본측 측정서버까지 이르는 모든 망구간 IP 장

비들의 IP 주소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획
득된 IP 주소는 사업자측 SNMP 측정 서버로 전송

되어 저장된다. 저장된 IP 정보들은 이후 과정에서 
활용된다. 

그 후, 가입자 PC 측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하여 품질측정 서버로 전송된다. 이 때 추출되

는 정보는 NIC(Network Interface Card) 정보 및 트래

픽, NIC 의 MAC 주소, PC 하드웨어상의 CPU, RAM
용량, PC 소프트웨어상의 OS 버전, TCP/IP 관련 
MaxMTU (Maximum Maximum Transfer Unit) 및 
Default Receive Window Size 설정치를 포함한 OS 레
지스트리 정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구동 
소프트웨어 종류 등으로서, 가입자 PC 환경에서의 
오설정, 오작동 또는 성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네트

웍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수집된다. 

그 다음, 가입자 댁내 PC 와 사업자 백본측 

서버에 이르는 구간까지의 단대단 네트웍 스루풋을 
측정한다. 이 때 측정되는 항목은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Ping Round Trip Delay, Ping Packet loss 
등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댁내에서 체감적으로 
경험하는 네트웍 스루풋 품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다. 
 

START

가입자의 품질측정전용 Web-Site 접속
및 가입자 인증

TraceRoute 측정

END

품질측정 시작 버튼 클릭

가입자댁내 PC에서 측정서버까지의 
각 망구간 구성장비 IP주소 조회용
획득한 각 망장비 IP주소를 전송하고 
SNMP 서버에 질의 대상으로 등록

PC 구간 품질영향요소 획득

End-to-end 네트웍 스루풋 측정

정보망 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

접속망 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

SNMP 질의 대상 : CMTS
MIB 이름  

   - RFC-1213MIB 
   - DOCS-IF-MIB
   - CISCO-DOCS-EXT-MIB
   - CISCO-PROCESS-MIB
   - CISCO-MEMORY-POOL-MIB
   - OLD-CISCO-INTERFACE-MIB
   - OLD-CISCO-SYS-MIB
   - OLD-CISCO-CHASSIS-MIB

추출항목 
   - CM Service ID 및 IP주소
   - 시스템 정보 및 메모리/CPU 부하
   - 인터페이스 정보 및 트래픽 부하
   - 케이블 서비스 관련 주파수,대역폭, 
      변조방식, 채널파워,SNR 정보
   - CMTS CHASSIS 및 NPE 기종
   - 가입자별 상하향 최대속도

전송망 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

SNMP 질의 대상 : CM
MIB 이름 

   - DOCS-IF-MIB
추출 항목 

   - CM MAC주소
   - CM 기종 
   - Rx,Tx 파워 및 SNR
   - 상하향 채널주파수 및 대역폭
   - CM Qos Profile 정보

NIC 정보 (MAC주소, 기종)
하드웨어(PC) 정보 (CPU, RAM 등)
소프트웨어 정보 (OS, 레지스트리, 
Process 등)
NIC MAC주소 SNMP 서버로 전송

가입자 댁내 PC와 백본측 측정서버
의 단대단 네트웍 스루풋 측정
측정항목

    - Ping 왕복지연시간,손실률 측정
    - 다운로드 속도 품질
    - 업로드 속도 품질

SNMP 질의 대상 : 라우터
MIB 이름  

   - RFC-1213MIB 
   - CISCO-PROCESS-MIB
   - CISCO-MEMORY-POOL-MIB
   - OLD-CISCO-INTERFACE-MIB
   - OLD-CISCO-SYS-MIB
   - OLD-CISCO-CHASSIS-MIB

추출항목 
   - 시스템 정보 및 메모리/CPU 부하
   - 인터페이스 정보 및 트래픽 부하
   - 라우터 CHASSIS 및 NPE 기종
  

전체 측정결과 Display 및 DB 저장

스루풋 품질측정결과 및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소의
자동 조회/통계 분석 및

보고 기능

<도 3> 본 시스템의 품질영향요소 추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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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 
 
 이하 가입자 PC 구간을 제외한,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은 가입자측 PC 구간 정보 및 
Traceroute 결과가 품질관리서버로 수집됨과 동시에 
백본측에서 측정수행 가입자측에 이르는 망구간 경
로 역추적을 통하여 파악된 망구간 장비에 대한 
SNMP 질의 및 추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HFC 전송망 구간 및 접속망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그 사전 작업으로써 먼저 
DOCSIS 표준에서 규정된 CM 의 ServiceID 와 IP 
Address 를 알아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
하여 획득한 정보는 동일한 전송망, 접속망에 수용

된 수많은 가입자 중, 품질측정을 수행하는 해당 가
입자와 관련된 장비와 인터페이스만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정보로서, 이하에서 서술하는 모든 
SNMP 질의문의 핵심 정보로 활용된다. 참고로 CM
의 IP Address 는 OSI 7 Layer 중 2 번째 DOCSIS 계
층 장비이므로 TraceRoute 단계에서 알아낼 수 없다.  

특히 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앞 
단계에서 알아낸 PC 구간 NIC MAC 주소를 이용한

다는 점이다. 이는 이하에 후술하는 순차적인 
CMTS 에 대한 SNMP 질의를 통해서 수행된다. 
CISCO-DOCS-EXT-MIB 에서 정의된 OID Number : 
cdxCmCpeCmtsServiceId(1.3.6.1.4.1.9.9.116.1.3.1.1.5).PC 
MAC 주소 (10 진수)를 추출하면, 해당 CM 의 
ServiceID 를 알 수 있으며, 이어서 CISCO-DOCS-
EXT-MIB 에 대하여 OID Number : cdxCmCpeCm 
StatusIndex(1.3.6.1.4.1.9.9.116.1.3.1.1.6).ServiceID 를 추
출하면 CMID 를 알 수 있고, 다시 DOCS-IF-MIB 의 
OID NUMBER : docsIfCmtsCmStatusIpAddress 
(1.3.6.1.2.1.10.127.1.3.3.1.3).CMID 를 추출하면 최종

적으로 CM 의 IP Address 를 추출할 수 있다. CM 의 
IP Address 는 전송망 장비인 CM 에 대한 SNMP 질
의시에 주로 이용되며, ServiceID 는 접속망 장비인 
CMTS 에서의 가입자와 관련된 품질영향요소에 대
한 SNMP 질의시에 핵심 정보로 이용된다. 

그런 다음, HFC 망의 전송망 구간 품질영향

요소 정보를 추출한다. HFC 망 전송망 구간 품질영

향요소 정보는 주로 CM 장비에 구현된 MIB 에 반
영된다. 따라서, 이미 앞단계에서 CM 의 IP Address
를 획득했으므로, SNMP 를 이용하여, CM 에 대한 질
의를 통해, 원하는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해당 MIB 의 종류는 DOCSIS 표준에서 정
의된 DOCS-IF-MIB 이며, 추출 항목은 CM MAC 주

소, CM 기종 및 QoS Profile 정보, CM 이 겪는 전송

망의 송수신(Rx/Tx) 파워 및 SNR(Signal to Noise 
Ratio), 그리고 상하향 채널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

다. 이들 품질영향요소의 추출을 통해 HFC 망의 전
송망 구간 품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그 후, CMTS 를 중심으로 하는 HFC 망의 
접속망 구간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한다. 이는 

CMTS 에 대한 SNMP 질의를 통해 각종 품질영향요

소를 획득한다. 품질측정을 수행하는 해당 가입자가 
수용된 인터페이스의 품질영향요소 추출은 앞단계

에서 획득한 가입자 CM 의 Service ID 를 이용한다. 
이 때 추출 대상 MIB 은 RFC-1213MIB, DOCS-IF-
MIB, CISCO-DOCS-EXT-MIB, CISCO-PROCESS-MIB, 
CISCO-MEMORY-POOL-MIB,  OLD-CISCO-
INTERFACE-MIB, OLD-CISCO-SYS-MIB, OLD-
CISCO-CHASSIS-MIB 등이며, 이들 MIB 항목의 추
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정보 및 기종, 인터페이스 
정보 및 트래픽부하, 메모리 및 CPU 부하, 케이블 
서비스 관련 주파수 대역폭, 변조방식, 송수신 파워, 
SNR, 허용된 상하향 최대속도 등의 접속망 구간 품
질영향요소를 스루풋 측정과 동시에 파악할 수 있
다. 특히 망자원 공유라는 서비스 특성상, CMTS 상
하향 포트 인터페이스의 순간 트래픽 점유율은 단
대단 네트웍 스루풋 품질보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품질영향요소라 할 수 
있다. 

라우터 장비가 주축을 이루는 정보망 구간 
품질영향요소 추출 과정은, CMTS 기반의 접속망 구
간 품질영향요소 정보를 추출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측정서버에 이르는 전 라우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라우터의 IP 주소는 앞단계의 
TraceRoute 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며, 각 라우터의 
성능과 트래픽 정보를 SNMP 를 이용해 질의, 추출

하게 되며, 추출 대상 MIB 은 RFC-1213MIB, DOCS-
IF-MIB, CISCO-DOCS-EXT-MIB, CISCO-PROCESS-
MIB, CISCO-MEMORY-POOL-MIB,  OLD-CISCO-
INTERFACE-MIB, OLD-CISCO-SYS-MIB, OLD-
CISCO-CHASSIS-MIB 등으로 접속망 장비인 CMTS
에서의 추출 항목과 거의 동일하다. 
 
3.3 각 망구간 품질 현황 보고 및 분석  
 

그 후, 네트웍 스루풋 측정결과 및 각 구간

별 품질영향요소값을 디스플레이하고 연동된 DB 서

버에 전송하고 저장하여, 네트웍 스루풋 품질 측정

결과 및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소의 자동 조회/통계 
분석 및 보고를 한다. 

해당 품질통계보고는 특정 망구간/장비/지
역/셀/상품/기간 등등에 대하여 관리자의 작업시점 
기준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특정 항목 저
하시 관리자에 대한 자동 알람을 포함한 수시 통보

가 가능하다.  
이상의 과정을, 서비스 가입자가 웹을 통해 

댁내에서의 네트웍 스루풋을 측정을 시도할 때마다 
적용함으로써, 가입자 체감 품질과 이 때 영향을 미
치는 각 망구간 품질영향요소들의 동시 연동 추출

이 가능해지며, 해당 정보의 지역별/장비별/인터페이

스별 자동 조회/통계 분류 및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품질저하원인 파악 및 품질 향상 업무 등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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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예시 
 

<도 4>는 본 제안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하나로통신㈜ 인터넷품질관리시스템 (HIQMS : 
Hanaro Internet Quality Management System, 
http://myspeed. hanaro.com/)[9]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 
Cell 의 품질저하원인을 규명한 예시이다. 케이블 상
품의 품질저하가 발생한 특정지역 Cell 에서 네트웍 
스루풋 측정과 SNMP 동시 연동 추출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이 Cell 의 경우 운
용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가입자 수용으로 인하여, 
CMTS 의 상향포트 인터페이스의 업로드 트래픽 폭
주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및 Ping 품질 저하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망관리자가 셀분할 등의 가입자 부하 분산 작
업을 수행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업로드 트래픽 폭
주 현상이 완화되면서 속도 및 Ping 품질이 개선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도 4> 본 시스템을 이용한 특정 cell 품질측정 결과 
 

<도 5>는 HIQMS 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조회/통계 기능 메뉴의 예시이다. 본 메뉴에서는 특
정 지역 장비 수용 가입자들이 수행한 모든 네트웍 
스루풋 측정 결과 및 SNMP 동시 연동 추출값의 통
계화된 데이터를 보여준다. 가입자의 품질측정 시점

에서의 상하향 포트 트래픽 이용율 및 수용 CM 총 
수의 파악을 통해, 인터페이스 트래픽 병목으로 인

한 품질저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시스템

을 활용한 바로는 실제로 이용율 90% 이상의 트래

픽 병목이 발생하면, 가입자 속도 및 RTT 품질에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MTS-CM
간의 상하향 SNR 값 저하를 쉽게 확인하여 특정 셀
에 대한 전송망 상태 점검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CM 측 송수신 파워레벨 파악이 가능함에 따
라, 잠재적인 Ranging 장애 가입자 파악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본 시스템 구현 및 운영을 통하여, 가입

자 댁내에서 ISP 백본측에 이르는 전 HFC 품질영향

요소 추출 및 영향 파악이 가능하여 진다.  
 
따라서 각 가입자 측정건수별/장비별/지역

별 품질저하원인 및 현황의 용이한 파악이 가능하

고, 운용 기준 재정립, 신속한 실시간 장애처리 등
의 품질향상 업무 등에서의 효용성이 증대된다. 
 

 
<도 5>  HIQMS 품질 데이터 조회 메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가입

자 댁내에서 단대단 네트웍 스루풋 품질측정 수행 
및 측정시점에서의 HFC 망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망구간에서의 품질영향요소를 동시에 추출하고 신

속한 품질저하원인 파악을 연계한 자동 검출 시스

템을 구축하고, 가입자 체감 품질현황 파악은 물론 
동시에 전체 HFC 망구간의 각 종 품질영향요소를 
일괄 자동 추출해줌으로써, 기존 방식과 달리 가입

자 체감품질 현황 파악과 동시에 품질저하원인 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현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는 최선도달(Best-Effort)특성 및 전송망을 
통한 상방 잡음 유입 특성이 두드러진 HFC 망을 이
용하는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저하원

인 및 발생 망구간을 손쉽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망구간을 정보망, 접속망, 가입

자망, 댁내 PC 구간으로 각각 분류하여 품질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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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가입자 체감품질 저하 발
생시,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트웍 스루풋 측정과 동시에 추출되어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품질영향요소는 통계적으

로 분석되어, 중요한 가입자 관리용 및 객관적인 근
거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효율적인 품질관리업무가 
가능해지며, 품질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각 망구간의 
품질관리 정책 수립이 용이하게 된다. 
 
5. 향후 과제 
 

현재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은 
데이터통신만을 지원하는 DOCSIS 1.0 기반 서비스로

부터, VoIP 서비스를 위한 QoS 보장이 가능한 
DOCSIS 1.1 기반 서비스를 거쳐, 보다 대용량의 상
하향 대역폭 제공이 가능하도록 S-CDMA[5] 기술을 
결합한 DOCSIS 2.0[1, 5] 기반 서비스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다. 특히 DOCSIS 2.0 의 경우, 조만간 
Terayon, Cisco, Juniper[6] 등 여러 Vendor 에서 
DOCSIS 2.0 표준 인증을 거친 다양한 장비를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전국적인 상용 서비스가 가능

해질 전망이다.  
DOCSIS 1.1 기반의 HFC 망을 이용한 VoIP 서

비스의 전국적 서비스 확대를 대비하여 DOCSIS 1.1 
및 각종 VoIP Cable Modem, MTA(Media Terminal 
Adaptor)[10] 등에 구현된 각종 품질 영향요소 추출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곧 본 제안 시스템에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ISP 의 품질관리정책 및 망관리 시스

템 구현 관점에서, 기존 RFC 표준에서 규정한 
DOCSIS 기반 서비스 품질영향요소 관련 MIB 의 종
류가 다양화되지 못하여, Vendor 각각이 규정한 
Private MIB 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향후 급
속히 보급될 DOCSIS 2.0 지원 CMTS 및 CM 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Multi-Vendor 장비 체제로 재편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 및 표준화 기
구에서의 이를 고려한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MIB 
체계의 개발 및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역유선방송사 
및 ISP 가 보유한 현재의 HFC 네트웍이 고화질 디
지털 TV 방송[8] 및 GHz 대역을 활용한 차세대 
HFC 고속 네트웍 전송 서비스 등의 조만간 상용화

를 앞둔 모든 종류의 최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네트웍으로 진화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추어 서비스 사업자 및 망
사업자는 Multi-Service 환경에서의 HFC 망품질 안
정화를 위한 각종 품질영향요소 파악 및 특히 전송

망 품질안정화 및 품질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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