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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이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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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이란? (2/2)

대용량/고대역화

품질보장(QoS)
1:N 통신(Multicast)
차세대주소/통합보안

유무선결합(Seamless)

고대역 요구

고품질 요구

실시간성 요구

융복합 서비스 요구

이동성 요구(Mobility)

BcN

서비스 특성 네트워크 특성

이용

형태

변화

• 음성 영상 : 음성통신(PSTN)에서 영상통신(MoIP)으로

•저품질 고품질 : 아날로그 TV(SD급)에서 디지털 TV(HD급)로

•단방향 양방향 : 공급자 중심(단방향)에서 이용자 중심(요구형)으로

•개인맞춤형서비스, 상황인식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점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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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술적 변화 세부 내용

과거 (2000년대 초반)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망

전달망

가입자망

가입자 접속 속도의 광대역화 (유선:1~2Mbps 50~100Mbps)

NW 적용범위 확대로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 (정보가전, 텔레매틱스, u-센서 등)

폐쇄형

개별망 제어

PSTN/ATM/라우터

SDH / SONET

xDSL / HFC(DOCSIS1.0)

3G / WLAN

아날로그 CATV (HFC)

정보기기별 개별망 접속

스마트카드(개별칩)

개방형(Open API)

통합제어(IMS)

Flow 라우터 / MPLS

WDM / MSPP

FTTH / HFC(DOCSIS3.0)

3G+(HDPA,Wibro)/4G

DTV / DCATV / DMB

홈GW, 유·무선NW

RFID/USN, UWB

서비스

제 어

교 환

전 송

유 선

무 선

방 송

홈 NW

u-센서 NW

이종망간 통합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 IMS기반 통합제어, 가입자인증(3A) 강화

IPv6 적용, QoS 강화, Security 강화, 멀티캐스트 도입, 전송능력 강화(테라급)

Host/애플리케이션 보안 통합 네트워크 보안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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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존 통신망 vs. 광대역통합망

과거 (2000년대 초반)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망

전달망

가입자망

가입자 접속 속도의 광대역화 (유선:1~2Mbps 50~100Mbps)

NW 적용범위 확대로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 (정보가전, 텔레매틱스, u-센서 등)

폐쇄형

개별망 제어

PSTN/ATM/라우터

SDH / SONET

xDSL / HFC(DOCSIS1.0)

3G / WLAN

아날로그 CATV (HFC)

정보기기별 개별망 접속

스마트카드(개별칩)

개방형(Open API)

통합제어(IMS)

Flow 라우터 / MPLS

WDM / MSPP

FTTH / HFC(DOCSIS3.0)

3G+(HDPA,Wibro)/4G

DTV / DCATV / DMB

홈GW, 유·무선NW

RFID/USN, UWB

서비스

제 어

교 환

전 송

유 선

무 선

방 송

홈 NW

u-센서 NW

이종망간 통합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 IMS기반 통합제어, 가입자인증(3A) 강화

IPv6 적용, QoS 강화, Security 강화, 멀티캐스트 도입, 전송능력 강화(테라급)

Host/애플리케이션 보안 통합 네트워크 보안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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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정의 (ITU-T E.800)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서비스 성능의 총체적 효과
"the collective effect of service performances which determine ththe collective effect of service performances which determine the e 
degreedegree of satisfaction of a user of the serviceof satisfaction of a user of the service“

SLA 정의 (TM Forum)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QoS 달성을 위한 절차와 목표를 규정
한 협약
“An SLA or Contract is a set of appropriate procedures and targets formally 
or informally agreed between Network Operators/Service Providers(NOs/SPs) 
or between NOs/SPs and Customers,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a 
specified Quality of Service (QoS) in accordance with ITU (ITU-T and ITU-R) 
Recommendations”

QoS 관리의 정의

품질관리(SQM) 정의 (by TM Forum)

서비스 품질이 계약된 수준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SQM lies within the service management layer (of the telecom operations 
map) and ha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ervice quality does 
not fall below the contracted level”

품질관리품질관리(SQM) (SQM) 정의정의 (by TM Forum)(by TM Forum)

서비스 품질이 계약된 수준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SQM lies within the service management layer (of the telecom operations 
map) and ha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ervice quality does 
not fall below the contract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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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E (Quality of Experience) - ITU-T SG12 에서 표준화 진행

Core
Network

Access
Network

Access
NetworkCPN CPNTE TEUser User

QoS
QoE QoE

Man-Machine 
Interface

Man-Machine 
Interface

Network 
Interface

Network 
Interface

NP

※QoS :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서비스 성능의 총체적 효과(ITU-T E.800)

※NP(Network Performance) : 망 사업자에게 의미 있는 파라미터로 측정되고, 시스템 설계·구성·운용·유지보수를

위해 이용됨(ITU-T I.350), 이용자간의 통신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망의 능력

(자원 및 장치, 안정성, 전송 성능 등의 트래픽 성능으로 구분, E.800)

※QoE :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만족도 (TR-NGN.QoS)

NP QoS QoE

O 인터넷 등 기존 통신망
- 사업자 중심의 망 성능 관리

O 품질관리 지표 예시
- 망중심의 Delay, Loss,

Jitter 등

O BcN 등 품질보장망
- 종단간 응용서비스 품질관리

(망성능+단말 성능)

O 품질관리 지표 예시

- 종단간 Delay, Loss, Jitter

O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
- 망성능+단말성능+이용자체감 품질

O 품질관리 지표 예시
- 음성 MOS, 영상 MOS
- 보안성, 편의성 등 관련 품질

트래픽
모니터

링

트래픽
모니터

링

트래픽
모니터

링

트래픽
모니터

링

사
업
자
중
심

이
용
자
중
심

QoS 관리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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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에서의 QoS 관리 이슈

BcN 서비스 품질등급 설정 및 관리
BcN서비스 유형 분류

-> 망 Class Type(등급) 정의

BcN서비스 종단간 품질지표/기준 정립

-> 사업자별 책임소재를 위한 서비스별 품질기준 정의

BcN서비스 품질관리(SLA) Framework 정립

BcN서비스 인증체계 정립

SLA 모델 정립

BcN 서비스간 QoS 상호연동
서비스 제어(Signaling) 연동

기본신호(SIP/SDP), 주소표현, Codec, 인증, 보안, 부가서비스 등

트래픽에 대한 QoS 연동/Mapping

Class Type 정립, Codepoint 규정, Class Mapping 기술(MPLS, 
DiffServ, …), 연동환경 구축 등

BcN 서비스 품질등급 설정 및 관리
BcN서비스 유형 분류

-> 망 Class Type(등급) 정의

BcN서비스 종단간 품질지표/기준 정립

-> 사업자별 책임소재를 위한 서비스별 품질기준 정의

BcN서비스 품질관리(SLA) Framework 정립

BcN서비스 인증체계 정립

SLA 모델 정립

BcN 서비스간 QoS 상호연동
서비스 제어(Signaling) 연동

기본신호(SIP/SDP), 주소표현, Codec, 인증, 보안, 부가서비스 등

트래픽에 대한 QoS 연동/Mapping

Class Type 정립, Codepoint 규정, Class Mapping 기술(MPLS, 
DiffServ, …), 연동환경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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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네트워크에서의 Restoration priority class level 

정의
ITU-TY.RestPriority

IP네트워크에서의 Priority class level 정의ITU-TY.CACPriority

무선 기반 응용서비스 분류3GPP2
S.P0079-A 

Ver0.2

TV와 PC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분류 및 기준 정의DSL-ForumTR-094

QoS Class 

Mapping

무선 기반 응용서비스 분류3GPPTS 23.107

G.109

TIPHON 표준안

G.114
PSTN에서 요구되는 단방향 전송 지연(One-way 

Delay)에 대한 기준 규정
ITU-T

Service 

Classification

음성 MOS에 대한 5등급 규정ITU-TP.800

IP QoS 서비스 제공을 위해 IP 통신망에서 제공해야 할 IP 

QoS 유형 및 성능 목표치 정의
ITU-TY.1540/1541

E-Model의 R값을 이용하여 종단간 음성 전송 품질에 대한

5가지 품질 등급 정의
ITU-T

G.1010

표준안

유럽중심의 음성품질 기준을 표준화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ITU-T 표준을 참조하여 표준화 진행
ETSI

이용자 관점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유형 분류 및

유형별 성능 목표 값 정의
ITU-T

구분 표준화기구 내 용

QoS 관리 주요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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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비디오 응용 서비스의 전달 성능 목표 값 정의오디오/비디오 응용 서비스의 전달 성능 목표 값 정의

One-way

Video-phone

고화질
Streaming 

Audio

Voice 
Messaging

Conversational 
Voice

응용 서비스

단방향

양방향

단방향

단방향

양방향

통신 방
향성

16 ~ 384

16 ~ 384

16 ~ 128

4 ~ 32

4 ~ 64

전송 속도
(Kbps)

< 10 s

< 150 ms 선호; 

< 400 ms

< 10 s

< 1 s (재생); < 2 

s (녹음)

< 150 ms 선호; 

< 400 ms

단방향 전송 지연

<< 1 ms

< 1 ms

< 1 ms

전송 지연
변동

< 1%

< 1%

< 1%

< 3%

< 3%

정보 손실
(패킷손실률)

립싱크: 

< 80 ms비

디

오

오

디

오

기타
구

분

G.1010 서비스 분류 및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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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3GPP2 서비스 분류

3GPP

3GPP2

3GPP

3GPP2

Request response pattern, preserve payload content
Interactive 

ClassBest Effort
Destination is not expecting the data within a certain time, 
preserve payload content

Background

Preserve time relation(variation) between information entities 
of the stream

Preserve time relation(variation) between information entities 
of the stream, conversational pattern(stringent and low delay)

특 징

Streaming 
Class

Conversational 
Class

트래픽 유형

Real Time

분류

Two-way, bursty, variable bandwidth requirements, moderate 
delay, moderate data loss rate, correctable in part

Interactive Class

Highly tolerant to delay and data loss rate, has variable 
bandwidth

Background

Same as conversational, One-way, less sensitive to delay, May 
require high bandwidth

Two-way, low-delay, low loss rate, sensitive to delay variations

특 징

Streaming Class

Conversational Class

트래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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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540 서비스 Class Type

IP망에서의 품질 성능 기준 수립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

Y.1541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품질기준을 8등급으로 분류

IP망에서의 품질 성능 기준 수립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

Y.1541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품질기준을 8등급으로 분류

Any Route/Path
Separate Queue 
(Lowest Priority)

Traditional Applications of Best-
effort IP Networks

5

--

Broadcast TV distribution
Program audio
Digital Cinema
Compressed HDTV transport

6

Long Queue, Drop 
Priority

Separate Queue, 
Drop Priority

Low Loss Only (Short Transactions, 
Bulk Data, Video Streaming)

Transaction Data, Interactive

Transaction Data, Highly 
Interactive 
(e.g. Signaling)

Real-time, Jitter-sensitive, 
Interactive 
(VoIP, Video Teleconferencing)

Real-time, Jitter-sensitive, High 
Interaction
(VoIP, Video Teleconferencing)

응용 서비스

Separate Queue with 
Preferential 
Servicing, Traffic 
Grooming

노드 메커니즘

Any Route/Path4

7

3

2

1

0

QoS 
Class

Less Constrained 
Routing and 
Distance

Constrained Routing 
and Distance

Less Constrained 
Routing and 
Distance

Constrained Routing 
and Distance

네트워크 기반기술

* 05년 2월 High bit rate user application 용도로 Class 6, 7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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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0

음성 품질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견을 점수화한 주관적

평가 값 정의

P.800

음성 품질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견을 점수화한 주관적

평가 값 정의

2

Good4

Poor

Fair3

1 Bad

Best

품질 등급

5

MOS 값

G.114, P.800 Voice 품질등급

G.114

음성통화 시 단방향 전송 지연을 150ms 이내로 권고
송신단과 수신단에서의 음성 정보 Processing Delay, Codec   

Processing Delay, Jitter 제거를 위한 Buffering Time 고려한 값

G.114

음성통화 시 단방향 전송 지연을 150ms 이내로 권고
송신단과 수신단에서의 음성 정보 Processing Delay, Codec   

Processing Delay, Jitter 제거를 위한 Buffering Time 고려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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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종합음성품질지표 R값을 이용하여 종단간 음성 전송

품질을 5등급으로 분류

객관적 종합음성품질지표 R값을 이용하여 종단간 음성 전송

품질을 5등급으로 분류

60≤R<70

SatisfiedHigh80≤R<90

Many user dis-satisfiedLow

Some user dis-satisfiedMedium70≤R<80

50≤R<60 Poor

Best

Speech Transmission 
Quality Category

Nearly all users dis-satisfied

Very satisfied90≤R<100

R-value Range User satisfaction

G.109 Voice 품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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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는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단간 QoS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를 구분하고 관련 품질기준을 정의

Wideband : ‘Better than PSTN’
Narrowband : ‘ Similar to ISDN, wireless mobile telephone 
services’
Best Effort : ‘ No guarantees of performance’

ETSI는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단간 QoS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를 구분하고 관련 품질기준을 정의

Wideband : ‘Better than PSTN’
Narrowband : ‘ Similar to ISDN, wireless mobile telephone 
services’
Best Effort : ‘ No guarantees of performance’

< 400ms

Not Defined

>50 

(MOS>2.5)

Acceptable

< 150ms

GSM-FR

>70 

(MOS>3.6)

MediumHigh

< 100ms

G.726 at 32 
kbit/s

>80

(MOS > 4.0)

Narrowband

Not 
Defined

G.711
Listener Speech 

Quality

< 100ms

Target 

value

< 100msEnd-to-End delay

N/A

Wideband

> 50

Overall 
Transmission 

Quality Rate(R)

파라미터
Best 
Effort

TIPHONE Voice 품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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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 Forum Voice/Video 품질기준

Yes~1%< 400ms (RTT)< 64 kb/s< 64 kb/s
iTV – TV telephony 

features

2-6 Mb/s

2-6 Mb/s

Typical 
Bandwidth

(downstream)

~1s

~1s

Delay Bound

10-5

10-5

Packet Loss

Yes

Yes

On demand

-

-

Typical 
Bandwidth
(upstream)

VoD – e.g. MPEG2

Broadcast TV – e.g. 
MPEG2

TV Focused 
Services

64–750 kb/s

300–750 kb/s

Typical 
Bandwidth

(downstream)

< 400ms (RTT)

< 400ms (RTT)

Delay Bound

~1%

~1%

Packet Loss

Yes

Yes/No

On demand

64–750 kb/s

300–750 kb/s

Typical 
Bandwidth
(upstream)

Voice/Video 
Telephony

Video Conferencing

TV Focused 
Services

TV와 PC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oS 요구 사항 정의TV와 PC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oS 요구 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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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Class 별 성능 지표 정의
5087Km 구간 기준 : Class 0, Class 2, Class 6

27,500Km 구간 기준 : Class 1, Class 3, Class 7

QoS Class 별 성능 지표 정의
5087Km 구간 기준 : Class 0, Class 2, Class 6

27,500Km 구간 기준 : Class 1, Class 3, Class 7

U

U

U

U

class 
5

1*10-6

1*10-5

50ms

100
ms

Class 
6

1*10-4

1*10-3

50 ms

100 
ms

class 
0

50 ms

400 
ms

class 
1

U

100 
ms

class 
2

U

400 
ms

class 
3

U

1 s

class 
4

Upper Bound

Upper Bound on 
the Packet Loss 
Probability

Upper Bound on 
the 1-10-3 
Quantile of IPTD 
minus the 
minimum IPTD

Upper Bound on 
the Mean IPTD

성능 목표

패킷 에러
(IPER)

패킷 손실
(IPLR)

패킷 지연변
이(IPDV)

패킷 지연
(IPTD)

성능 지표

400ms

Class 
7

※성능지표
- 패킷지연(IPTD) : IP Packet Transfer Delay
- 패킷지연 변이(PDV) : IP packet Delay Variation
- 패킷손실(IPLR) : IP Packet Loss Rate
- 패킷에러(IPER) : IP Packet Error Ratio

※U( Unspecified) 

Y.1541 망 Class별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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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ACPriority

High: Emergency services (e.g., ETS and localized civil 
emergency services). Note that these services can 
comprise real-time VoIP services as well as data and 
video services in the future.

Normal: Examples include real-time services (VoIP, video), 
VPN and Data services.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ervice Level 
Agreements (SLA)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Best Effort: Examples include “tradi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services (e-mail, web surfing).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LA agreements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Note that this class of traffic can be of significant volume 
and can provide a cushion to protect more important high 
and normal priority services.

High: Emergency services (e.g., ETS and localized civil 
emergency services). Note that these services can 
comprise real-time VoIP services as well as data and 
video services in the future.

Normal: Examples include real-time services (VoIP, video), 
VPN and Data services.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ervice Level 
Agreements (SLA)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Best Effort: Examples include “tradi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services (e-mail, web surfing).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LA agreements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Note that this class of traffic can be of significant volume 
and can provide a cushion to protect more important high 
and normal prio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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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estPriority

High: Control services crucial to the operation of a service 
provider’s network and emergency services (e.g., ETS and 
civil emergency services). 

Normal: Non emergency and control services that require 
better than Best Effort restoration guarantees. Examples 
include real-time services (VoIP, video), VPN and Data 
services.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ervice Level Agreements 
(SLA)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Best Effort: Services that do not require specified 
restorability guarantees. Examples include “tradi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services (e-mail, web 
surfing).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LA agreements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High: Control services crucial to the operation of a service 
provider’s network and emergency services (e.g., ETS and 
civil emergency services). 

Normal: Non emergency and control services that require 
better than Best Effort restoration guarantees. Examples 
include real-time services (VoIP, video), VPN and Data 
services.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ervice Level Agreements 
(SLA)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Best Effort: Services that do not require specified 
restorability guarantees. Examples include “tradi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services (e-mail, web 
surfing). The selection of this priority clas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appropriate SLA agreements between 
service carriers and customers for the desir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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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측정 기술 동향

Probing 장비 혹은 S/W를 설치하여 측정 패킷을 생성시켜 Edge-to-Edge 품질 측정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평면에서 제공되는 OAM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입수

측정기를 사용하여 품질 측정

Probing

OAM

측정기

장비로부터 Flow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여 품질 측정 (예: NetFlow) Flow 기반

Packet Capturing 네트워크 장비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캡쳐링한 후 이를 분석하여 품질 측정

장비에서 보유한 CDR (통화 이력 정보)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호성공률 산출

사업자의 OSS (운영 지원 시스템) 장애 발생 정보를 제공 받아 MTBF, MTRS 산출

사업자 CDR 정보 이용

사업자 OSS 정보 이용

단말 측정 에이전트
Packet Capturing, active 방식으로 응용서비스 단말에 측정 에이전트를 탑재하여 품질
측정

능동능동 측정측정 방식방식 측정 패킷을 생성시켜 송/수신하여, 종단간 혹은 구간별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

능동능동 측정측정 방식방식 이용자 트래픽을 수집 및 분석하여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

기타기타 측정측정 방식방식 기타 품질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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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수동측정 방식 비교

• 크다• 작다데이터 크기

• 단일 또는 복수 지점• 복수 지점측정지점

• 장비 오버헤드• 추가적인 측정용 트래픽 유발네트워크 오버헤드

• 가용성
• 가용 대역폭
• 플로우별 사용률

• 가용성
• Delay, Jitter
• Packet Loss
• 가용 대역폭
• 경로상태
• 서비스 응답시간

측정 품질지표

및 항목

• 측정 회선의 속도에 비례하여 비용 및 난이도
증가

• 종단간/구간별 전달성능 측정에 부적합
• 샘플링 시 신뢰성 저감

• 대상 망에 부가 트래픽 인가단점

• 망 자원 사용현황 파악에 적합
• 트래픽 분포 파악에 적합

• 사용자 체감 품질에 근접장점

• NetFlow
• cflowd
• DAG card
• Sprint IPMon
• FlowScan

• ping, traceroute
• netperf, iperf
• Cisco SAA

관련기술 사례

• 활용 가능

수동 측정 방식

• 활용 가능

능동 측정 방식

기술 개발 상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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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와 수신자가 Probing Packet을 상호 교신하는 방식
장점 - 수동 측정 방식 보다 사용자 체감 품질에 근접

단점 -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트래픽 이외에

추가의 측정 트래픽 발생

측정 항목 : 측정구간내의 Path별 connectivity, One-
way delay, Loss Rate, Jitter, Path throughput

용도 : 망성능 지표 측정 ( eg. Cisco SAA )

송신자와 수신자가 Probing Packet을 상호 교신하는 방식
장점 - 수동 측정 방식 보다 사용자 체감 품질에 근접

단점 -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트래픽 이외에

추가의 측정 트래픽 발생

측정 항목 : 측정구간내의 Path별 connectivity, One-
way delay, Loss Rate, Jitter, Path throughput

용도 : 망성능 지표 측정 ( eg. Cisco SAA )

능동 측정 - Probe방식

모뎀 모뎀
RGW

IP폰

일반전화RGW일반전화

IP폰

DSLAM

L3
Switch

DSLAML2
Switch

Probing 패킷

Probing 패킷 Probing 패킷

L3
Switch

L2
Switch

Probe Probe
Probe

Probe

Probe

측정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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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용 관리를 위한 OAM 패킷을 이용해 망성능을 측정하는 방식

장점 :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위한 별도의 장비 없이 네트워크 장비가 지원

하는 MIB/SNMP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단점 : MIB에 대한 표준화 미비로 인한 종단간 품질 지표값 산출 어려움

ITU-T 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상세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

Y.`1710, Y.1711(MPLS OAM), Y.1730(Ethernet OAM) 등

측정항목 : connectivity, One-way delay, Loss Rate, Jitter, 
Path throughput

용도 : 망성능 지표 측정 ( eg, Ethernet OAM, MPLS OAM )

망운용 관리를 위한 OAM 패킷을 이용해 망성능을 측정하는 방식

장점 :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위한 별도의 장비 없이 네트워크 장비가 지원

하는 MIB/SNMP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단점 : MIB에 대한 표준화 미비로 인한 종단간 품질 지표값 산출 어려움

ITU-T 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상세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

Y.`1710, Y.1711(MPLS OAM), Y.1730(Ethernet OAM) 등

측정항목 : connectivity, One-way delay, Loss Rate, Jitter, 
Path throughput

용도 : 망성능 지표 측정 ( eg, Ethernet OAM, MPLS OAM )

모뎀 모뎀
RGW

품질관리시스템

IP폰

일반전화RGW일반전화

IP폰

DSLAM L3
Switch

DSLAML2
Switch

OAM(MPLS) 패킷
Ethernet OAM 패킷 Ethernet OAM 패킷

L3
Switch

L2
Switch

측정 결과 수집

SNMP

능동 측정 – OAM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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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에 탑재된 S/W 방식의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품질을 측

정하는 방식

장점 :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에 대한 종단간 실시간 품질 측정 가능

단점 : 단말 내부에 별도에 Agent 포팅 필요

RGW, IP폰, TGW 등에 단말 에이전트 적용

측정항목 : 호성공율, Delay, Jitter, Loss Rate, R값

용도 : 이용자의 실제 체감 품질 측정

단말에 탑재된 S/W 방식의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품질을 측

정하는 방식

장점 :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에 대한 종단간 실시간 품질 측정 가능

단점 : 단말 내부에 별도에 Agent 포팅 필요

RGW, IP폰, TGW 등에 단말 에이전트 적용

측정항목 : 호성공율, Delay, Jitter, Loss Rate, R값

용도 : 이용자의 실제 체감 품질 측정

모뎀 모뎀 RGW

TGW

IP폰
&

영상전화

일반전화RGW일반전화

IP폰
&

영상전화

DSLAM DSLAM

통화품질보고 통화품질보고

이용자 통화 트래픽

L3
Switch

L2
Switch

L3
Switch

L2
Switch

Agent

품질관리시스템

수동 측정 – 단말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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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질관리 사례

사업자별
품질측정후 인증
- 070번호 부여

R값 , 종단간 지연, 
호성공율

통화품질

기간통신사업자.별
정통신사업자

TTA

2004년 10월

인터넷 전화

2004년 사업자 자율로 전환
2002년 초고속인터넷 SLA 
제도도입 후, 별도
측정활동은 없음

2000년 이후 별도
측정활동 없음

특기사항

KT, HTI, 두루넷, 
드림라인, 데이콤

SKT, 신세기통신, KTF, 
한솔PCS, LGT

KT, 데이콤, 
온세통신

대상 사업자

접속성공률, 이용속도,  
단절률

접속성공률, 단절률

약정일내
가설·이전률, 
고장률, 
고장수리율, 
문의응답률

객관적평가

고객서비스 및 통화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주관적평가

평가등급을 5단계로 분류 (Aa: 최우수, A: 우수, Bb: 
양호, B: 보통, C: 미흡)
- 2003년 이후 일정 조건(A)이상이면 ‘양호’로만

분류하는 방식으로 변경

평가지표별
공개방식

접속품질통화품질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

평가항목

인터넷망 품질측정협의회

KISDI/ETRI/코리아
리서치센터(1999.9)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협의회(2000)

KISDI/ETRI/코
리아리서치센터

(1999.9)

평가 주체

1999년 9월

유선전화 이동전화

2000년 7월

초고속인터넷

시작 년도

구분



27

→ RFC 3611 : VoIP 메트릭 리포트 블럭→ RFC 3611 : VoIP 메트릭 리포트 블럭

Block lengthreservedBlock time

JB abs maxJB maximum

JB nominalreservedRX config

MOS-CQMOS-LQExt. R factorR factor

GminRERLNoise levelSignal level

End system delayRound trip delay

Gap durationBurst duration

Gap densityBurst densityDiscard rateLoss rate

SSRC of source

VoIP CDR 데이터에 포함된 음성품질 정보

Probe ID 
Caller ID
Called ID
Date&Time of the Com.
Duration of the Com.
CODEC
Route

Signalization CDR

Jitter 
Packet Loss Ratio
One-way Delay

QoS CDR

Noise level
Speech Activity Ratio
Speech Quality Score
Number of degradations

Speech Quality CDRxDSL모뎀

AGW

HGW PSTN

Switch

CDR 데이터

품질측정
시스템

단말에서 측정한
품질 정보 전송

전화 단말 상의
에이전트 기능 탑재

Voice 데이터

해외 품질관리 사례 - French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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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서비스 품질 측정/관리/평가 체계 정립

음성·영상·데이터 별 품질지표 및 기준 개발

BcN 시범망 적용 및 상용망 확산 추진

사업자별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촉진 및 지원

-품질 측정 도구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별 품질수준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이용자 자가측정형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법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SLA 등)

개발 지표/기준의 국제 표준화 추진

국제망간 품질시스템 상호연동 협력체계 구축

BcN 가입자망 기술별(FTTx) QoS 실증 시험

BcN 망간 호처리 상호연동 기술 기준 정립

BcN 트래픽 품질 등급 기준 설정 및 상호 맵핑

BcN 품질관리 기반구축 체계 정립 BcN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BcN망간 QoS 상호연동 연구 및 여건조성

11 22

33 44

BcN 품질관리기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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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R LERDWDM

BcN 전달망
LER

VDSL

Ethernet

BcN서비스 유형 분석

※ ITU, 3GPP, DSL Forum 등 표준에서 유형분류 기준을 도출하여 서비스 유형 분류

유형분류 기준

서비스 컨텐츠

• 음성형
• 영상형
• 데이터형

서비스 특성

• 방향성
• 상호작용성
• 요구성

트래픽 특성

• Packet Loss
• Delay
• Jitter

서비스 유형 광대역통합망

…

대화형 음성서비스

요구형 음성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서비스(예)

화상회의

영상전화

단문메시지(SMS)

E-mail

홈 가전제어

Web surfing

VoIP-PSTN 연동

음성메시징

AoD

VoD

영상메시징

VoIP 

IP-TV

...

음
성
형

데
이
터
형

대화형 영상서비스

요구형 영상서비스

영
상
형

• 호성공률
• 음성종합품질(R값), 영상 MOS
• 전화연결시간(PDD)
• 해상도
• 프레임 전송률(FPS)

단말 지연(Codec Delay) + 네트워크 지연

• 호성공률
• 음성종합품질(R값), 영상 MOS
• 전화연결시간(PDD)
• 해상도
• 프레임 전송률(FPS)

단말단말 지연지연(Codec Delay) + (Codec Delay) + 네트워크네트워크 지연지연

서비스 품질

• 네트워크 가용성

• 단방향 지연(Delay)

• 지연 변이(Jitter)

• 패킷손실률(Loss)

• 네트워크 가용성

• 단방향 지연(Delay)

• 지연 변이(Jitter)

• 패킷손실률(Loss)

네트워크 품질

WiBro

IP-PBX

영상전화

음성전화

PC

영상전화

음성전화
(POTS)

IP-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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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기준

네트워크 품질기준

BcN 음성서비스 품질기준(예시)

3s

2s

미정

PDD

4-64 
Kbps< 25ms< 10-4< 100ms< 8097%

S

(PSTN 급)

대역폭지연 변이패킷 손실단방향 지연
음성종합
품질(R)

호
성공률

지표
등급

95%

미정

4-64 
Kbps

미정

< 50ms

미정

< 10-3

미정

< 150ms

미정

< 70

미정

A

(최소 기준)

S+

(광대역 음성)

< 10-6

패킷 에러

99.99%이상

네트워크 가용성

< 50ms

지연 변이

< 10-5

패킷 손실단방향 지연

< 100ms

KQI : 인증 관리지표

※※ R R 값값 = = 음성종합품질음성종합품질 값값((회선잡음회선잡음, , 지연지연, , 울림울림, , 코덱코덱, , 대역폭대역폭 등등))
※※ PDD(PostPDD(Post Dial Delay) = Dial Delay) = 전화연결시간전화연결시간

서비스, 네트워크 품질기준은 복수사업자 구간(종단간 구간)을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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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품질측정 Framework(예시)

사업자 B 구간사업자 A 구간 연동구간 이용자
댁내

이용자
댁내

접속망

BcN
품질관리센터

유선(가정)

2005년 ~

무선

2007년 ~

기업 구내

CPE

유선(기업)

2006년 ~

확대

확대

접속망

품질정보수집

접속망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

• 품질보장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운영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참조 모델 제시

• 사업자간, 사업자-이용자간 서비스 품질관련 분쟁 시

중재 지원 (품질정보 등 기술적 근거자료 제시)

HGW
S/W 등

VoIP
영상전화
IP-STB

PC
가전 등

HGW
S/W 등

VoIP
영상전화
IP-STB

PC
가전 등

Probe/OAMProbe/OAMProbe/OAMProbe/OAMProbe/OAM

백본망 백본망 접속망접속망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

망구간별 품질정보
범 례

서비스 종단간 품질정보
단말탑재 품질측정기(단말 Agent)

망품질측정기/운용·관리·보수 기능(Probe/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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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품질측정·분석 시스템 구성도

B 시범
망

A 시범망

BcN
연구개발망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

Probe Probe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

Probe Probe

스토리지

품질측정서버

기반지원시스템
― 이용자지원

기능
― 사업자지원

기능

직접
수집
서버

간접
수집
서버

품질관리 시스템
― 품질인증관리기능
― SLA 관리기능
― 자원 관리기능

분석서버 통합DB서버 운영자 PC

Switch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차단시스템(F/W) Switch

QoS Router (Active)

QoS Router (Active)

사업자구간내
C0-Location

DMZ 수집서버

품질관리서버 운영자

전용단말
Agent

전용단말
Agent

( 위치 : 한국전산원 용인청사 2층, BcN 품질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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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서비스 인증 절차(예시)

서류심사

상시 모니터링

사업자 문의
및 평가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 유지 /
철회 결정

품질품질 평가평가 및및
인증인증 부여부여

사후사후 인증관리인증관리

사전운영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 서비스제공계획, 통신망기술, 품질관리체계 등

신청서, 자체 품질측정 결과 및 관련 서류 제출

사전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심사

상품별 인증 등급 부여 및 인증서 발급

상시 모니터링 시 인증 기준 위배 여부 판정

모니터링, SLA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결과분석을 통한 인증 유지/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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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참조모델 적용 절차(예시)

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g 서비스 별 SLA 항목

- 서비스품질지표, 지표별 SLO 및 위배 시 배상기준

g 공통 SLA 항목
- 개통품질 : 개통일 준수 SLO 및 위배 시 배상기준

- 장애품질 : 장애 처리 시간 준수 SLO 및 위배 시 배상기준

g 보상체계 항목
-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SLA정보를 기준으로 보상

- 이의제기 및 보상신청 절차

※ 통신 품질 관련 SLO는 인증등급기준 이상으로 정의

사업자

• SLA 준수 현황을 이용자에게 통지

• 이용자SLA 평가서 수집

• SLA 준수 현황보고서를 작성 하여

품질관리센터로 통보

- 이용자 SLA 평가서의 통계 자료

- SLA 준수 현황통지의 통계 자료

BcN 품질관리센터

• SLA 준수 현황 분석을 통한 SLA 수준

추이 통계 분석을 통한 참조모델 개선

이용자

• SLA 준수 현황 통지 확인

• 이용자 SLA 평가서 작성 및 통보

SLA 준수 현황 보고서

이용자 SLA 평가결과

- 필요시

SLA 준수 현황 통지

- Web, e-mail, DM 등 이용

이용자 SLA 평가서

반
영

이용자 SLA 만족도 조사
- 필요시

표준 SLA 참조모델 제정

표준 SLA 참조모델 개선

표준 SLA 참조모델 제정

표준 SLA 참조모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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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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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술 표준화표준화 동향동향

BcNBcN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QoSQoS 관리관리

BcNBcN전화전화 서비스서비스 활성화활성화 이슈이슈

향후향후 계획계획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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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I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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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델의 변화 (1/2)

기존의 서비스 정의 및 모델
기존 정의 : PC/전화 PC/전화간 음성서비스

기존 서비스 모델

기존 음성전화서비스

– 070 음성전화, PSTN 음성전화, 음성 이동전화, 메신저기반 음성전화

기존 영상전화서비스

– 070 영상전화, 영상 이동전화(쇼, 3G+), 메신저기반(MSN, Nate-on) 영상전화

신규 서비스 모델 진화 방향
단말 : PC/전화가 아닌 모든 단말에 탑재(TV,PDA, PMP/DMB 등)

서비스 : 고품질급(G.722, CD급 등), 음성+영상, TPS/QPS 결합으로

네트웍 : 유선망(BcN유선), 무선망(HSDPA,Wibro,WLAN), 유무선결합

사업자 : 기간통신, 부가/별정통신(070, 포탈등)

기존의 서비스 정의 및 모델
기존 정의 : PC/전화 PC/전화간 음성서비스

기존 서비스 모델

기존 음성전화서비스

– 070 음성전화, PSTN 음성전화, 음성 이동전화, 메신저기반 음성전화

기존 영상전화서비스

– 070 영상전화, 영상 이동전화(쇼, 3G+), 메신저기반(MSN, Nate-on) 영상전화

신규 서비스 모델 진화 방향
단말 : PC/전화가 아닌 모든 단말에 탑재(TV,PDA, PMP/DMB 등)

서비스 : 고품질급(G.722, CD급 등), 음성+영상, TPS/QPS 결합으로

네트웍 : 유선망(BcN유선), 무선망(HSDPA,Wibro,WLAN), 유무선결합

사업자 : 기간통신, 부가/별정통신(070, 포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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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델의 변화 (2/2)

BcN 시범서비스 모델
KT(BcN 본부) : ’15년까지 PSTN을 BcN망으로 전환, 고품질급 영상전
화 추구(IP미디어본부는 IPTV기반 영상전화 개발 예정)

LG데이콤 : 저렴한 유무선결합서비스 추구(FMC), 댁내 무선 LAN 활용

케이블 : 케이블TV의 부가서비스 형태

하나로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전화 시장 개척

전화서비스관련 주요 동향
IP기반으로 변화에 따라, 기존 PSTN연동/번호체계 등에 있어 사업자
간 조정사안 발생

공공/기업시장도 PSTN에서 VoIP로 활발히 변화(WPABX, 센트렉스)

메신저기반 VoIP 통화품질 고급화 진행중(ATLAS Research Group)

스카이프는 이미 광대역급 코덱 탑재, 070사업자 제휴, 컨퍼런싱 가능

기존 음성전화 PSTN망은 ’15년 BcN 기반으로 전환 완료 예정

BcN 시범서비스 모델
KT(BcN 본부) : ’15년까지 PSTN을 BcN망으로 전환, 고품질급 영상전
화 추구(IP미디어본부는 IPTV기반 영상전화 개발 예정)

LG데이콤 : 저렴한 유무선결합서비스 추구(FMC), 댁내 무선 LAN 활용

케이블 : 케이블TV의 부가서비스 형태

하나로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전화 시장 개척

전화서비스관련 주요 동향
IP기반으로 변화에 따라, 기존 PSTN연동/번호체계 등에 있어 사업자
간 조정사안 발생

공공/기업시장도 PSTN에서 VoIP로 활발히 변화(WPABX, 센트렉스)

메신저기반 VoIP 통화품질 고급화 진행중(ATLAS Research Group)

스카이프는 이미 광대역급 코덱 탑재, 070사업자 제휴, 컨퍼런싱 가능

기존 음성전화 PSTN망은 ’15년 BcN 기반으로 전환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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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전화 서비스 정의 (예시)

BcN 전화 서비스 정의
“기존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달리 PSTN전화 이상의 품질 및 시내전화 의

무사항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품질보장 기능이 강화된 인터넷망

(BcN)을 경유하는 고품질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BcN 전화 서비스 의무 사항

기존 PSTN 이상의 품질조건을 만족 (MOS 4.0 이상 제공)

시내전화 서비스 의무조건 만족

긴급통신용 전화(119, 113 등) 무료제공,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통화권구분, 

번호이동성, 보편적 서비스 의무 준수, 품질보장 조치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이용자 정보제공 기능(의무조건 제공여부 및 품질, 보안수준 등)

기타 서비스의 고품질화,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 광대역

코덱(G.722, G.729.1), Open-API 등 BcN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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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전화 서비스 활성화 이슈

사업허가 및 이용제도(SLA 등) 마련 ?
기존 인터넷전화 역무 개선,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

상호호환성 확보 ?
사업자간 서비스(Signaling, Codec type 등) 및 망 연동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 ?
BcN 전화 품질기준, 품질측정/평가, 품질분쟁 중재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가능성 ?

시내전화 의무사항 준수 가능성 ?
긴급서비스, 이용자 위치 추적, 무정전시 통화 가능성 등

기타 BcN 전화 요금 및 상호접속료 수준 등

사업허가 및 이용제도(SLA 등) 마련 ?
기존 인터넷전화 역무 개선,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

상호호환성 확보 ?
사업자간 서비스(Signaling, Codec type 등) 및 망 연동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 ?
BcN 전화 품질기준, 품질측정/평가, 품질분쟁 중재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가능성 ?

시내전화 의무사항 준수 가능성 ?
긴급서비스, 이용자 위치 추적, 무정전시 통화 가능성 등

기타 BcN 전화 요금 및 상호접속료 수준 등



41

사업허가 및 이용제도(SLA) (1/2)

인터넷전화 역무 개정
BcN 전화 정의 및 의무사항 규정

품질수준, 시내전화 해당의무, 이용자 사생활 보호, 정보제공 기능 등

BcN 전화 품질등급 신설

070인터넷전화 : R > 70, delay > 150ms, 호성공률 > 95%

BcN전화 (예시) : R > 80, delay > 100ms, 호성공률 > 97%

사후 품질평가 규정 신설 (only 인증 -> 인증 + 사후관리)

법적 근거 규정

사후 평가기관 지정, 평가절차 등 가이드라인/표준 마련

주기적인 평가결과 공개 (이용자의 서비스 상품선택권 보장)

사후조치 규정 신설 (시정조치)

이용약관상 품질보증제도(SLA) 의무화 규정 마련 (통화품질 등)

SLA기준 미달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조치사항 규정

BcN 전화 식별번호 차별화 (시내전화 번호 고려?)

기타, 사업자간 분쟁조정 규정 신설 및 품질 재인증 관련 사업자 경
과조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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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및 이용제도(SLA) (2/2)

< 국내 인터넷전화 이용약관(SLA) 현황 >

유지보수 및 요금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기준 제시

서비스 품질은 TTA 품질 기준 보장을 준수하고 유지보수와 요
금청구 항목에 대해 보상 기준 제시

삼성
네트웍스

개통시기, 품질, 요금청구, 유지보수 항목 약관 명시

서비스 품질은 TTA 품질 기준 보장을 준수하고 유지보수와 요
금청구 항목에 대해 보상 기준 제시

SK텔링크

이용약관 (제35조)에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지속적 소프
트웨어 업그래이드, 회선 용량 관리, TTA 인증 준수 등 품질향
상계획(35조) 관련 내용 명시

서비스 장애 기준 및 보상 기준 명시, 요금 과오납액 발생 시
법정 이자 지급 등을 포함한 보상 기준 제시

하나로

텔레콤

이용약관 (제35조)에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지속적 소프
트웨어 업그래이드, 회선 용량 관리, TTA 인증 준수 등 품질향
상계획(35조) 관련 내용 명시

서비스 장애 기준 및 보상 기준 명시, 요금 과오납액 발생 시
법정 이자 지급 등을 포함한 보상 기준 제시

한국케이블

텔레콤

가정용 인터넷 전화 서비스 중심

개통시기, 품질 대한 설명은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지보수 및 요금 청구에 따른 보상 기준 제시

LG -
Dacom

서비스 품질 준수 관련 조항은 없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문제에 대해 3개월분 요금의
시간당 평균액의 3배 보상

KT 

적용 내용기관

기술적 세부사항

이용자 품질등급 SLA 항목이용자 품질등급 SLA 항목

이용자 공통 SLA 항목이용자 공통 SLA 항목

R값, delay, 호성공률 등R값, delay, 호성공률 등 고품질 전화급, 070급
무선 전화급

장애처리장애처리 장애확인 및 종료통지 의무
장애복구시간

고객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운용시간

연결대기시간

리포트리포트
제출주기, SLA측정값, 고객지원

내역, 장애처리보고, 수시확인 방법, 

배상내용 및 배상액

보상체계보상체계 공통 SLA 항목 Penalty 규정

위약금 면제 계약 해지 규정

< 이용자 중심의 SLA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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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체계 구축 (1/3)

3s4-64 Kbps< 50ms< 10-3< 150ms> 7095%

A
(최소 기준)

사업자
합의

ITU-T 
G.1010

사업자 합의사업자 합의
ETSI TR 101
ITU-T Y.1541

ETSI TR 101
ITU-T G.109 
ITU-T G.107

사업자 합의

사업자
합의

2s

PDD

4-64 Kbps< 25ms< 10-4< 100ms> 8097%
S

(PSTN 급)

대역폭지연 변이패킷 손실단방향 지연음성종합품질(R)호 성공률
지표

등급

TTA
ITU-T 
G.1010

ITU-T
Y.1541

ITU-T
Y.1541

ITU-T G.114, 
G.1010

ETSI TR 101
TTA

ETSI TR 101
ITU-T G.109 
ITU-T G.107

TTA

BcN 전화 서비스 품질기준

음성전화 서비스

영상전화 서비스

TTA

95%

사업자합

의

97%

호 성공률

-General
ITU-T  

Y.1541ITU-T  Y.1541DSL FORUM
ETSI TR 101

ITU-T G.109

TTA

-General
사업자

합의
사업자합의

ITU-T G.1010, 
사업자협의

ETSI TR 101

ITU-T G.109 

15 < FPS

24 < FPS

FPS

2-6M(SD)

2-6M(SD

500K-1M(CIF 이하)

500K-1M(CIF 이하)

8-20M(HD)
< 25ms< 10-4< 150ms80 <

S

대역폭지연 변이패킷 손실단방향 지연
음성종합품질(

R)
지표

등급

8-20M(HD)
< 50ms< 10-3< 200ms7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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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체계 구축 (2/3)

BcN 전화 품질측정 모델 (예시)

g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
단말탑재 품질측정기(단말 Agent) : 이용자 단말에 유입되는 트래픽을 캡쳐하여 분석하거나 측정패킷을

생성하여 호 성공율, Delay, Jitter, R값 등을 측정하는 S/W 또는 장치

g 망 구간별(서비스 클래스별) 품질 측정
망품질 측정기(Probe) : 측정패킷을 생성하여 서비스 클래스별/망 구간별 Delay, Jitter, Loss 등을 측정하는

S/W 또는 장치

운용·관리·보수 기능(OAM) : OAM기능을 가진 망 장비 내에서 OAM 패킷을 생성하여 망 구간별 Delay, jitter,

Loss 등을 측정하는 기능

ProbeProbe

컨텐츠 서버

VoIP/영상전화

IP-STB
(IP-TV)

PC(VoD) 

CPEProbe/OAM
(VPN)

VoIP/영상전화

IP-STB
(IP-TV)

PC(BcN 인터넷)

Probe/OAM
(VPN)

CPE

종단간 서비스 품질 측정구간(단말 Agent)

망 구간 품질 측정구간(Probe)

품질측정 서버

Probe/OAM

범 례

단말탑재 품질측정기(단말 Agent)

망품질측정기/운용·관리·보수 기능(Probe/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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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공정한 서비스연동 규격을 수립하여 BcN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신규시장 창출 도모

영상단말 영상단말

SIP

BcN 사업자
1

BcN 사업자 2
호처리 연동장치 호처리 연동장치

응용 서버 응용 서버미디어 서버 미디어 서버

연동 구간

RTP(링백톤)

RTP(링백톤)

RTP (음성, 영상)

BcN 전화서비스

BcN 멀티미디어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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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item

SIP URI와 전화번호와의 매핑 방식 확정 사업자
대표 도메인 표기 방식 확정

Enum기반 라우팅 방식을 사용 할 수 있음을 명
기

SIP URI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의

SIP URI 포맷 확정

주소

표현

방식

세부 시나리오 및 시험 항목 보완 및 확정성공적 및 비정상적 시험 시나리오 및 시험
항목 정의

시험시나
리오

에러코드

음성.영상
코덱

세션정보
기술방식

SIP 

메시지

호 처리
프로토콜

에러 발생시 세부 에러코드 보완 및 확정기본 응답 및 에러 메시지 확정

유.무선 사업자간 음성 코덱 합의영상 코덱 합의

영상 데이터 전송률 표기 방식 확정음성 및 영상 정보 기술 및 협상 방식

각 SIP 메시지별 의무지원 헤더 확정영상전화를 위한 SIP 메소드 및 헤더 정의

-SIP기반 음성 전화를 위한 세션 제어연동

관련

주요

기술

이슈

영상전화 확장

MRBT, MCID, 영상사서함

영상전화 서비스서비스 연동

범위

유무선 BcN 사업자간 연동BcN 컨소시엄별 유선 사업자간 연동연동 범위

2007년도 추진내용2006년도 추진내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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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현황 (1/4)

각 사업자는 호 처리 연동장치를 통해 타 사업자와 연동

연동 범위: 사업자의 연동 자치들간 영상통화를 위한 호 제어 기능 정의

연동 망 구성도

전화번호를 직접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

tel:+[country code][national number] 포맷 사용

Tel 포맷을 sip 포맷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경우

sip:+[country code][national number]@host;user=phone”으로 변환

국내 통화인 경우 사업자의 연동장치에서는 country code 포함하나

가입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지원 권고

Tel uri를 이용하여 ENUM 기반 사업자 주소 정보 획득 가능

전화번호 표현 방식

통화 연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SIP 메시지 및 헤더를 정의

- 필수 메소드 : INVITE, ACK, CANCEL, BYE, UPDATE

- 각 메소드별 필수 헤더 및 선택 헤더 정의

SIP 메시지 및 헤더

발신자 및 착신자 정보는 sip:user@host 포맷을 사용

한 사업자 도메인에서 타 사업자 도메인으로 라우팅 시 host는 사업자 대표 도메인을
사용

주소표현 기술 방식

호 제어 프로토콜 영상통화를 위한 발신자와 착신자간 호 연결, 해제, 취소, 수정 기능은 세션 설정 프로
토콜인 SIP (IETF RFC 3261)을 사용

주요 내용세부 이슈

서비스 기본호 상호호환성 확보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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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현황 (2/4)

발신자 단말측에서 영상통화 시 연결되는 호 정보(session description)
와 사용할 미디어 정보(음성, 영상)를 기술하여 착신자에게 전송

착신자는 발신자로 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
를 발신자와 협상하여 최종 결정하게 됨

최종 협상된 호 정보 및 미디어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통화가 이루어짐

이 때 협상 방식과 절차는 IETF RFC3264를 준수함

음성.영상 정보 기술 및
협상 방식

가입자간 통화시 이용하는 음성 및 영상 정보 전송 프로토콜 정의

- 기본 프로토콜: RTP

미디어 전송 프로토콜

전달계층의 호 제어 프로토콜을 정의함

- 기본 프로토콜: UDP

- 선택 프로토콜: TCP, SCTP 

호 제어 전달 프로토콜

영상통화 시 가입자간 사용할 음성 및 영상 코덱을 정의

영상 코덱: H.263 (필수), H.264, MPEG (선택)

음성 코덱: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선정. 필요 시 트랜스코딩 가능

권고 코덱: G.711, G.729, G.723.1, AMR NB

고품질 코덱: G.729.1, AMR WB

코덱

주요 내용세부 이슈

서비스 기본호 상호호환성 확보 기술규격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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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현황 (3/4)

서비스 연동 이슈 분석 및 사업자 의견 수렴

- 연동 망 구성도: 호 처리 연동 장치, 응용서버, 미디어 서버로 구성

- 호 처리 방식: SIP 기반 Early 세션 및 기본 SIP을 수용

- 컨텐츠: 음원, 동영상 포함

- 음성 및 영상 코덱: 영상전화 규격안으로 잠정 합의

- SIP 확장 메시지 및 헤더: PRACK,  Call_Info, Alert_Info

- SDP: RFC3959, 3960 확장 반영하기로 합의

- RTP기반 미디어 전송 프로토콜 사용하기로 합의

- 다른 부가서비스와의 연동 고려사항을 포함하기로 합의

위의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연동 기능 규격 초안

작성

링백톤

주요 내용서비스 종류

부가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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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현황 (4/4)

KT, SKT 서비스 시나리오 및 관련 기술 분석

사업자간 연동 이슈 1차 도출 및 관련 기술 이슈 논의

- 연동 망 구성도 및 장치

- 음성 및 영상 데이터 코덱 및 전송시 이슈

- 영상사서함에서의 DTMF 전송 이슈 등

사업자간 연동 이슈 분석 및 사업자 의견수렴

- 호 처리 방식: 사업자별 선호하는 연동 방식 비교 분석 및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중임

(1) 게이트웨이 방식 (LG데이콤)

(2) 응용서버 방식 (하나로텔레콤, SKT)

(3) call-Info, Alert_Info 기반 방식 (KT)

- 컨텐츠 유형: 로컬 링 음원, 발신자의 명함이나 이미지를

수용하고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

CID

영상사서함

주요 내용서비스 종류

부가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기술규격 (Con’t)



51

망간 상호연동 확보 (1/2)

BcN 사업자망간 상호연동 이슈

사업자A 사업자B

VoIP
#1

사업자A사업자A 사업자B사업자B

IX를 통한 연동

Transit / Peering

사업자간 접속지점에서 타 사업자와 품질보장 내용에
대해 연동이 필요
동일한 품질보장 서비스 클래스가 없는경우 가장 유사한
서비스 클래스로 매핑

BBAA CC 고객

SLS A1

SLS A2

SLS B1

SLS B2

SLS C1

SLS C2

SLS

고객

SLS

단대단
SLA 

종단간 SLA 

사업자간 접속지점

서비스 클래스 A

사업자 A 사업자 B

서비스 클래스 매핑

서비스 클래스 A

자원관리 시그널링

종단간 자원보장

망간
연동형태

망간
연동형태

서비스
클래스
연동

서비스
클래스
연동

SLA
연동

SLA
연동

사업자간
자원관리

사업자간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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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상호연동 확보 (2/2)

640kbps

25ms

99.99%

0.5%

45ms

99.99%

목표치

Class 3

Class 3

Class 3

Class 1

Class 1

Class 1

서비스 클래스

사업자 B 관리구간

10%0.5%Class 11%Packet loss

1640kbps640kbpsClass 2640kbpsBandwidth

1.710ms15msClass 250msDelay

199.99%99.99%Class 299.9%Connectivity

대화형 영상
서비스

110ms45msClass 1100msDelay

199.99%99.99%Class 199.9%Connectivity

대화형 음성
서비스

정산 지표
목표치목표치서비스 클래스목표치성능지표서비스 유형

공동관리구간사업자 A 관리구간사용자 SLA

사업자간 SLA Template (예)

사업자간 합의정산지표

사업자B 목표치목표치 B

사업자별 설정서비스 클래스
사업자 B 관리구간

사업자간 합의목표치 C공동관리구간

사업자A 목표치목표치 A

사업자별 설정서비스 클래스
사업자 A 관리구간

유형별 목표치목표치

망 성능 지표품질지표

서비스유형분류서비스 유형

이용자 SLA

비고SLA 항목SLA 구분

종단간 품질보장을 위한 사업자간 SLA 연동의 표준방안 제시

사업자간 SLA 구성 고려사항사업자간 SLA 구성 고려사항 관리 책임구간 구분관리 책임구간 구분

서비스 등급 규정서비스 등급 규정

품질관리 기술지표품질관리 기술지표

배상방식배상방식

관리책임구간 구분관리책임구간 구분

품질관리 framework품질관리 framework

분쟁중재 제도분쟁중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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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상호연동 확보 (2/2)

서비스 등급 규정

BcN 서비스별 망 연동 트래픽(class type) 등급 규정

IX 또는 사업자망간 접속 망장비간 L2 VPN, MPLS-TE, L3+DiffServ 
등 연동기술 방식 적용

긴급서비스(119), VoIP(음성/영상) 서비스, Signaling 트래픽 등긴급 및 실시간형

최선형

프리미엄 데이터

보장형 미디어

서비스 유형

SLA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품질보장형 고급 데이터

서비스 종류

인터넷 등 Best Effort 서비스

VoD, IP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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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상호연동 확보 (2/2)

사업자별 관리책임 구간 설정

단일 사업자 구간, 공동(연동) 구간 등 구분

사업자책임 구간에 단말 포함여부?, 별정사업자 등 액세스망을 통해 ISP망을
임대하는 경우 책임소재?

연동구간 품질문제는 연동시스템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규정

단일 사업자 구간의 품질문제는 해당 사업자 책임으로 규정

복수 사업자 구간의 품질문제는 연동구간과 개별 사업자 구간으로 구분하
여 각각 책임 분담

망 사업자외 컨텐츠/응용서비스 사업자 등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동시 품
질 책임은?

< 사업자별 관리책임 구간 (별정 포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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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상호연동 확보 (2/2)

품질관리 기술 지표 – 사업자별 책임구간에 대한 품질기준 설정 (예시)

99.0%이상< 10-4< 10-3> 150ms> 150ms최선형 데이터

99.99%이상< 10-5< 10-4< 100ms< 100ms프리미엄 데이터

99.99%이상< 10-5< 10-4< 50ms< 100ms실시간/보장형 미디어

ITU Y.1541
ITU Y.2171
ITU G.109
ITU G.114
ITU Y.1541

99.999%이상< 10-6< 10-5< 30ms< 50ms긴급

가용성Error RateLoss RateJitterOne-way Delay
비고(근거 표준)

망 품질지표
서비스 유형

11.71m
s

69.45m
s

68.84m
s

Delay 
150ms

7.81ms46.3ms
45.89m

s
Delay 
100ms

연동구
간

B 사업
자

A 사업
자

종단간
품질기

준

Y.1542의 품질기준 할당 방식 적용
(Static Reference Allocation)

할
당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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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체계 구축 (3/3)

사업자간 품질관리 framework 규정

분산형 : BcN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품질관리 수행

중앙집중형 : 각 사업자의 품질 관련 정보를 특정 관리주체(중립기관)가
수집하여 총괄

품질관리 이슈

측정기법 선정(active/passive/hybrid)

세부 측정 지점 선정

타임 동기화(GPS 적용 등)

측정주기 선정

사업자간 측정결과 교환 프로토콜

문제구간 및 지점 도출

품질책임 구간의 목표치 기준, 문제구간
도출

서비스 품질확인 -> 품질저하 발생 -> 사
업자 책임구간별 망 품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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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체계 구축 (3/3)

사업자간 분쟁중재 제도

분쟁 구간 및 분쟁 요소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 도출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업무조정을 위한 분쟁중재 절차 규정

분쟁조정 업무를 위한 “(가칭)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 성격 및 규모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전반에 대한

분쟁중재 절차 마련

사업자별 책임소재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확보 절차/방안 수립

- 품질인증 사업자와 비인증 사업자간 성능차이에 따른 분쟁인증/비인증 사업자간 연동

- 사업자간 SLA 체결과 연계
- SLA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

트래픽 유형별 품질관리 정책

- 라우팅 오류에 의한 서비스 품질저하 요인
- 송신 트래픽과 수신 트래픽이 경유하는 중간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고려

연동 라우팅 정책

- 연동회선 용량 설계 및 증/신설 주체
- 연동 모델과 연계

연동회선 구성

접속관련 내용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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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자 보호 등 추가 이슈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안

유선 VoIP 가이드 제작(’06년), 무선 VoIP 가이드/기술개발 필요

불법도청, VoIP 스팸, DoS, 세션가로채기, 서비스도용 등

기타 합법적 도감청 문제 등

시내전화 서비스 의무사항 준수 여부
긴급통화서비스, 위치추적 서비스, 무정전시 통화 제공, 사전선택제, …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안

유선 VoIP 가이드 제작(’06년), 무선 VoIP 가이드/기술개발 필요

불법도청, VoIP 스팸, DoS, 세션가로채기, 서비스도용 등

기타 합법적 도감청 문제 등

시내전화 서비스 의무사항 준수 여부
긴급통화서비스, 위치추적 서비스, 무정전시 통화 제공, 사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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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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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BcN에서의에서의 QoSQoS 관리관리 이슈이슈 ??

기술기술 표준화표준화 동향동향

BcNBcN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QoSQoS 관리관리

BcNBcN서비스간서비스간 QoSQoS 상호연동상호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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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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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2005 2005 ~ ~ 20062006년년 2007 ~ 2008년2007 2007 ~ 2008~ 2008년년 2009 ~ 2010년2009 ~ 20102009 ~ 2010년년

BcN 사업자망 품질측정·평가 체계 마련

이용자 참여형 품질측정·평가 체계 마련

BcN 사업자망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이용자 참여형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상용서비스 품질관리 도입

공공부문 품질관리 도입

BcN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수립

BcN 품질관리 관련 연구 및 표준화 지원

인증, SLA 제도 도입 지원

BcN 품질관리

기술개발/시스템
구축·운영

BcN 품질관리체계
적용·확산

BcN 품질

기준/모델 정립

연구 및

여건 조성

BcN서비스 품질측정·관리·평가체계 정립 및

BcN상용서비스 품질관리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BcN서비스 품질측정·관리·평가체계 정립 및

BcN상용서비스 품질관리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품질보장형 BcN

상용망 구축 촉진 및 확산

품질보장형 BcN

상용망 구축 촉진 및 확산
목 표

유선 BcN 품질기준 마련 무선 BcN 품질기준 마련

공공부문 품질관리 적용/확산

상용서비스 품질관리 적용/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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