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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합 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망연동 Protocol 의 통합 및 
망관리 데이터의 통합이 중요하다. 망관리 데이터의 통합은 망관리 데이터베이스의 통
합, 즉 서로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의 통합을 의미한다. 망관리 데이터 중 
성능 데이터는 그 종류도 많고 장비 유형별로 서로 상이한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
어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상이한 
성능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테이블 구조

에서의 처리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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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망관리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의 

주요 기능으로는 망구성요소에 대한 장애상태

를 검출하고 경보를 알려 주며, 이상상태에 따
른 각종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장애관리(Fault 
Management), 망구성요소의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파라메터를 설정하

는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가입자 
정보 및 가입자의 망 사용정보를 관리하는 가
입자/과금관리(Accounting Management), 망의 성
능을 감시하고 제어하며, 분석하는 성능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사용자의 접근 및 권
한을 관리하는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가 
있다[2,5]. 

 
망관리시스템은 망관리 서비스 기능에 따른 

망관리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망관리 데이터는 망관

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장애정

보, 구성정보, 가입자정보, 성능정보, 보안관리 
정보 등으로 나뉘어 관리 되어진다. 통상 망관

리시스템을 위한 망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은 망을 구성하는 망구성요소의 특성

(교환, 이동, 전송 장비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 서비스 시스템이 IP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화 되어가면서, 통
합 망을 관리하는 통합 망관리시스템(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ystem)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 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망연동 Protocol 의 통합 및 망관리 데이

터베이스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 중 성능정보

는 망의 서비스 효율을 감시하며 망의 확장 및 
유지보수에 중요한 데이터로 망구성요소에 따
라 가장 복잡한 파라메터 및 테이블 구조를 가
지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가장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성능정보 테이블 
설계는 성능정보 유형(Measurement Type)에 따
라 개별 테이블들을 정의하여 아주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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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이 정의 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WCDMA 의 CORE(MSC, 

MGW, SGSN, GGSN) 망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

고 있는 “발신호 성능 통계” 테이블의 한 예다.  
WCDMA 의 CORE 망관리시스템의 경우 성능

정보 유형별(Measurement Type)로 100 여개가 넘
는 테이블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7,8,9].  

 

 
 

[그림 1] 성능정보 테이블 정의 예 
 
통합 망관리시스템 개발시 위 [그림 1]과 

같이 성능정보 유형별로 성능정보 테이블을 정
의한다면, 정의 되는 테이블 숫자도 많아지고, 
또한 새로운 망구성요소 추가시 매번 새로운 
성능정보 테이블의 추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
한 망관리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복잡한 성능정보를 통

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제안

하였으며, 제안된 테이블 구조에서의 처리성능

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성능정보의 통합 
 

통합 망관리시스템(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위한 성능정보 테이블 
설계의 목표는 망구성요소별 성능정보 유형

(Measurement Type)에 종속되지 않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이다. 망구성요소별 성능정보 유형

에 독립적인 테이블 설계를 구현하면 통합 망

관리스시스템의 표준화된 성능정보 관리가 가
능하며, 또한 망구성요소 추가가 용이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성능정보 테이

블 설계시 고려한 상세 설계 목표는 아래와 같
다. 

 성능정보 유형에 독립적인 테이블 설계 
 표준화된 테이블 I/O 라이브러리 구현 
 데이터 검색 성능 보장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 낭비 방지 

 

2.1 성능정보 유형에 독립적인 테이블 설계 
 

기존 성능정보 테이블 설계의 문제점은 망
구성요소의 성능정보 유형별로 테이블을 설계 
함으로 해서 많은 수의 성능정보 테이블을 필
요로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나

의 통합 테이블 구조는 모든 망구성요소의 성
능정보 유형에 적용될 수 있어, 기존에 복잡하

게 관리되었던 성능정보 테이블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성능정보 유형에 독립적인 하나의 통합 
테이블 구조이다.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서 
성능정보 유형은 MEAS_TYPE(Measurement 
Type) 컬럼의 구분값으로 정의된다.  

 

 
 

[그림 2]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구조 
 
2.2 표준화된 테이블 I/O 라이브러리 구현 
 

통상 망관리시스템 구현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I/O 하는 라이브러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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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한다. 기존 성능정보 유형별로 테이블

을 정의하는 경우, 각 테이블 구조가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현해야 했으며, 데이터베이스 
API 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망관리 프로

그램을 수정해 줘야 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은 모든 성능정

보 유형에 적용가능함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베

이스 API 를 통해 망관리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모든 성능정보 데이타를 처리 할 수 있다 
 
2.3 데이터 검색 성능 보장 
 

하나의 통합된 테이블에 모든 성능 데이터

를 저장할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은 하나의 테
이블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검색 성능의 저하가 있다. 이
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을 적용했다.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은 데이터가 저장되어질 때 연
관성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역
할을 한다. 이렇게 Grouping 된 데이터 구조는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3].  

 
아래의 [그림 3]은 Partitioning 기법을 적용

한 테이블 구조와 적용하지 않은 테이블 구조

를 비교한것이다.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테이블의 경우 성능 데이터가 물리적 하
드 디스크 저장공간의 이곳 저곳에 쓰기 작업

이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종류의 성능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경우 검색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테이블의 경
우 데이터 Group (성능 데이터의 생성시간 및 
성능정보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동일한 물리

적인 저장공간에 저장되어지게 되어 검색 속도

를 향상 시킬 수 있다[4]. 
 

성능 데이터는 매 수집주기(5 분, 10 분,15
분)별로 망구성요소로부터 수집되어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다. 통상 망관리시스템은 지속적

으로 성능 데이터를 제한된 하드디스크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일정시간마다 자동적

으로 오래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성능정보 테이

블에서 삭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일별 또는 
월별로 오래된 많은 데이터를  SQL 의 
DELETE 문으로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의 부하를 크게 증가시킨다. 반면에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논리적인 Partition 단

위로 삭제가 가능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큰 영향 없이 많은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다
[3].  

 
아래의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 대한 Partitioning 기법 
적용 방법이다. 성능 데이터를 발생일별로 
Partition 하며, 다시 일별 Partition 를 성능정보 
유형에 따라 Sub-Partition 으로 나눈다. 이렇게 
성능 데이터를 발생일자별 성능정보 유형별로 
Partition 함으로해서 통합된 성능정보 테이블에

서 검색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3] Partitioning 테이블과 Non-partitioning 
테이블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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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Partitioning 기
법 적용 방법 

 
아래의 [그림 5]는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

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의 구조다. 
EVENT_TIME 컬럼의 성능 데이터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Range Partition 를 적용했으며, 
MEAS_TYPE 컬럼의 성능정보 유형을 기준으

로 Sub-partition 를 적용했다. 또한 한정된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Dynamic Partition Allocation 을 적용하였다. 테이

블 생성시 Static Partition 을 생성 하지 않고 성
능 데이터의 보관주기 설정에 따라 Dynamic 하
게 Partition 의 수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1].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생성시 
EVENT_TIME 컬럼의 Day 정보를 Partition Key
로 활용하여 생성시의 Day 와 Next Day 의 2 개 
Partition 을 기본적으로 생성하며, 설정된 보관

주기에 따라 Partition 이 추가/삭제된다. 
 

 
 
[그림 5]  Partitioning 기법 적용 통합 성능정

보 테이블 구조 
 
“5.1 검색 성능 비교/분석” 에서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서의 검
색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4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 낭비 방지 
 

하나의 통합된 테이블로 모든 성능정보 유
형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최대 갯수의 파라메터

를 포함할 수 있게 컬럼 갯수을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테이블을 정의하면 사용되지 않
는 컬럼 갯수 만큼 디스크 저장공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의 컬
럼은 VARCHAR(Variable Length Character) Type
으로 정의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NUMBER 
Type 과 달리 VARCHAR Type 은 저장되는 데
이터의 크기에 따라 가변적으로 디스크에 저장

된다. 즉, 사용되지 않는 컬럼은 디스크 저장공

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VARCHAR Type 의 경우 가변적으로 저장

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디스크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장된 
값이 변경되는 경우 저장공간의 단편화

(Fragmentation)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

나 망관리시스템 성능 데이터의 경우 한번 저
장된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
아 디스크 저장공간의 단편화 문제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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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5.2 저장 공간 비교/분석” 에서 통합 성능

정보 테이블의 디스크 저장공간 사용량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성능 데이터 XML 메타정보 활용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은 모든 성능정보 유
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컬럼명을 성능정보 파
라메터 이름이 아닌 논리적인 이름으로 정의하

였다. 그러나 통합 망관리시스템 운용자는 통
합 성능정보 테이블의 논리적인 컬럼명으로 각 
성능정보 유형별 파라메터의 내용을 파악할 수
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아래의 [그림 6]은 이런 통합 성능정보 테

이블의 논리적인 컬럼을 각 성능정보 유형별 
파라메터로 변환하기 위한 XML 메타정보를 
활용한 예다.  1996 년 W3C 에서 제안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일종의 메
타언어로 모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대부

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현하

는 방법이다[9]. 통합 망관리시스템 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정보 검색시 검색된 성능

정보를 미리 정의된 XML 메타정보를 이용하

여 성능정보 유형별 파라메터의 이름과 파라메

터 Type 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성능정보 유
형의 XML 메타정보 정의는 통합 망관리시스

템에 새로운 망구성요소 추가시 망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변경없이 XML 메타정보 추가만으

로 새로운 망구성요소의 성능정보 관리가 가능

하게 한다. 
 
아래 [그림 6]의 예에서 보듯이 통합 성능

정보 테이블의 MEAS_TYPE 컬럼의 성능정보 
유형(Measurement Type) 구분 값에 따라 XML 
메타정보의 <id> 태그에 Mapping 되어 <msn> 
태그의 성능정보 유형 org_call_r 문자열로 출력

되며, 각 파라메터 컬럼의 P1, P2 등 논리적인 
이름도 XML 메타정보의 <mt> 태그의 성능정

보 파라메터 이름으로 출력된다. 
 

 
 
[그림 6]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데이터의 

XML 메타정보 적용 예 
 
4. 테이블 VIEW 를 통한 ad-hoc Query 
지원 
 

XML 메타정보를 이용한 통합 망관리시스

템의 성능관리 화면을 통해 성능정보 유형별 
관리가 가능하지만 운용자 측면에서는 테이타

베이스 성능정보 테이블의 데이터를 ad-hoc 
Query 를 이용하여 직접 조회하고자 할 수도 
있다. XML 메타정보는 통합 망관리시스템에서 
검색된 성능정보를 변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

만,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서 성능 데이타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성능정보 유형의 구분 및 
성능정보 파라메터의 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

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통합 성능

정보 테이블의 VIEW 을 정의한다. 데이터베이

스에서 VIEW 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
상의 논리적인 테이블이다. 이런 VIEW 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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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정보 유형별로 정의하여 운용자가 직접 데
이베이스에서 ad-hoc Query 를 이용한 성능 데
이터 검색시 이용한다. 테이블 VIEW 의 생성은 
XML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한다.  
XML 메타정보에 정의된 성능정보 유형 구분

을 VIEW 의 이름으로 각 성능정보 파라메터의 
구분을 VIEW 의 컬럼명으로 Mapping 한다. 아
래의 [그림 7]은 XML 메타정보에 정의된 
org_call_r 성능정보의 VIEW 을 생성하는 예다.  
성능정보 테이블 VIEW 는 VIEW 생성 프로그

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실행된다. 
 

 
 

[그림 7]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VIEW 생성 예 
 
아래의 [그림 8]은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망관리시스템의 XML 메타정보를 이용한 
통합 성능정보 관리의 전체 구조다. 통합 망관

리시스템 운용자는 단순히 XML 메타정보를 
수정함으로써 망구성요소의 성능 데이터 관리

를 추가/삭제 할 수 있다. 운용자는 통합 망관

리시스템의 성능관리 화면을 통해 성능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성능정보 테이블 VIEW
을 통해 직접 성능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 XML 메타정보를 이용한 통합 성능 
데이타 관리 구조 
 

   5. 검색 성능 및 저장공간 사용량 비교/

분석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과 각 성능정보 유형

별로 테이블을 정의한 경우의 검색 성능 및 하
드 디스크 저장공간 사용량를 비교/분석 하였

다. 아래의 [그림 9]는 성능정보 데이터의 검색 
성능 및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 사용량 비교/분
석에 대한 실험 계획이다.  Simulator 를 사용하

여 10 개의 성능정보 유형에 대해 매일 10,000
건씩 총 30 일간 30,000,000 건의 성능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개별 성능

정보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되지않은 
통합 성능 정보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이 적
용된 통합 성능 정보 테이블에서 특정 성능정

보 유형(Measurement Type)의 1 일치 성능 데이

터를 검색하는대 소요되는 시간을 10 회 반복 
측정하여 비교/분석 한다. 또한 20 개에서 100
개의 파라메터로 구성된 성능정보 유형에 대해 
NUMBER Type 으로 정의된 개별 성능정보 테
이블과 VARCHAR Type 으로 정의된 통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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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테이블에 300,000 건을 저장시 소요되는 
하드 디스크 사용량을 측정 비교/분석한다. 

 

 
 

[그림 9] Simulation 실험계획 
 

5.1 검색 성능 비교/분석 
 

검색 성능을 비교/분석을 위해 위 [그림 9]
에 제시된 실험방법에 따라 1 일치 데이타를 
검색하는대 소요되는 시간을 10 회 반복 실험

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

블의 검색성능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통합 성능정

보 테이블의 경우(실험-2, 측정치: 33.45 초)  예
상했던 바와 같이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실험-1, 
측정치: 0.94 초)보다 검색 성능이 현저히 떨어

졌다. 그러나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의 경우(실험-3, 측정치: 0.51

초)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에서 보다 우수한 검
색성능을 나타냈다. 실험결과로부터 연관성 있
는 데이터를 Grouping 하여 저장하는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

블은 통합 망관리시스템의 성능정보 관리를 표
준화 하면서도 우수한 검색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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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검색 성능 비교/분석 

 
5.2 저장공간 사용량 비교/분석 

 
본 실험에서는 두가지 저장공간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VARCHAR 
Type 으로 정의된 통합 성능 정보테이블의 논
리적인 컬럼이 사용되지 않을 때 하드디스크 
저장공간을 낭비하는 지를 확인 했으며, 두번

째 실험은 NUMBER Type 으로 정의되는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과 VARCHAR Type 으로 정의

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의 하드 디스크 저장

공간 사용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40 개의 VARCHAR Type 컬

럼으로 구성된 테이블과 100 개의 VARCHAR 
Type 컬럼으로 구성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 
300,000 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대 사용되는 하
드 디스크 사용량을 비교하였으며, 측정 결과

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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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장공간 사용량 비교/분석-1 
 

위 실험 결과는 100 개의 논리적인 
VARCHAR Type 컬럼으로 정의된 통합 성능정

보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되지 않
는 컬럼으로 인한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의 낭
비는 없음을 보여준다.  

 
두번째 실험은 20 개에서 100 개의 파라메

터로 구성된 성능정보 유형의 300,000 건의 데
이터를 NUMBER Type 컬럼으로 구성된 각 개
별 성능정보 테이블과 100 개의 VARCHAR 
Type 컬럼으로 구성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에 
저장하는대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 사용량을 비
교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아래 [그림 12]과 같
다.  
 

 
 

[그림 12] 저장공간 사용량 비교/분석-2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의 저장공간 사용량

을 기준으로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저장공간 
사용량의 초과분(overhead) 를 분석해 보면 파
라메터 개수가 100 개일때가 가장 큰 25 %(32 
Mbytes) 초과비율을 보였으며, 파라메터 개수가 
20 개일때 가장 작은 12 %(5 Mbytes)의 초과 비
율을 보였다. 6 개의 숫자로 구성된 값을 
NUMBER Type 컬럼과 VARCHAR Type 컬럼에 
저장한다고 할 때, NUMBER Type 은 고정된  4 
Bytes 의 저장공간을 사용하지만 VARCHAR 
Type 은 향후 수정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6 
Bytes 이상의 저장공간 사용한다. 즉 위 [그림 
12]의 결과와 같이 사용되는 VARHAR Type 컬
럼의 수가 증가 할수록 NUMBER Type 컬럼을 
기준으로 하드 디스크 저장 공간을 더 사용하

게 된다. 위 실험 결과로부터 NUMBER Type 과 
VARCHAR Type 의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로 
인해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이 NUMBER Type 
컬럼의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 보다 하드 디스

크 저장공간을 더 사용함을 확인했다.  
 
VARCHAR Type 의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이 NUMBER Type 의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 보
다 100 개 컬럼을 기준으로 최대 25% (32 
Mbytes) 정도의 하드 디스크 저장공간을 더 사
용하지만,  개별 성능정보 테이블을 이용한 성
능정보 관리의 복잡함과 표준화의 어려움을 고
려할 때 통합 성능정보 테이블 적용을 위해 충
분히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 망관리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구현시 성능정보 유형

(Measurement Type)별로 복잡하게 설계되고 구
현되었던 성능관리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테이

블 구조를 기반으로 표준화/단순화 하여 손쉽

게 성능관리 기능의 추가/삭제가 용이한 통합 
성능관리 테이블 구조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Partitioning 기법을 이용하여 통합된 성능

관리 테이블에서도 우수한 검색성능을 구현하

였으며, XML 메타정보를 이용한 성능정보 관
리를 통해 망관리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성능정

보의 추가/삭제가 용이한 구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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