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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등과 같은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 지표인 QoS(Quality of Service)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제시된 사용자가 인식하는 품질인 QoE 

보장 및 이를 위한 품질 지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나타내는 품질 지표 모델링을 위해 DEN-ng 모델을 확장하여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QoE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현재 네트워크는 단순히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IPTV, VoD 및 VoIP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실시간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존의 웹 기반 서비스에 비해서 보다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패킷의 손실과 지터에 민감하며, 그 외에도 실제 서비스 

사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인 QoE (Quality of Experience)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보다 높은 QoE 를 갖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의 QoE 를 측정하고, 서비스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여러 표준화 단체에서 

QoE 의 개념과 세부 측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PTV 의 표준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중인 ITU-T FG 

IPTV 에서는 QoE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류한 후 각각을 세분화하였는데, 

눈에 띄는 점은 객관적 서비스 성능뿐 아니라 

감성(Emotion)과 같은 인간적 요소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2],[3] 

DSL Forum 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비디오 서비스의 

품질 측정 지표를 서비스 계층, 응용 계층, 전송 

계층으로 크게 분류한 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 QoE 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별 성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ATIS 에서는 IPTV 의 QoS(Quality of Service)를 응용 

계층 QoS 와 네트워크 QoS 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분화한 후, 이를 나타내기 위한 QoS 품질 지표를 

분류하였다. 또 이렇게 나타낸 QoS 와 QoE 를 

연관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장 최하위 단계의 QoS 

품질지표와 QoE 의 품질지표인 QoE Indicator 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5] 

KT 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와 KQI(Key 

Quality Indicator)의 개념을 바탕으로 QoE 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지표인 CQI(Customer Quality Indicator)를 

제안하였다. CQI 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품질 지표를 

의미한다. [6] 

본 논문에서는 IPTV, VoD, VoIP 서비스의 고객체감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ACF(Autonomic Communication 

Forum)에서 표준으로 정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모델링 

방법인 DEN-ng 모델[1]을 확장해 QoE 품질 지표들의 

세부적인 관계를 정의하고 측정된 체감 품질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설정을 변경하는 QoE 관리 

프레임워크를 모델링 한다. 

 

Ⅱ. 본론  

가장 정확하게 QoE 를 측정하는 방법은 통제된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직접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예, MOS(Mean Opinion Score))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높고, 조사 자체가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네트워크의 성능자료를 

토대로 QoE 를 추정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네트워크 성능을 KPI 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KPI 란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 

자원이나 같은 종류의 서비스 자원 그룹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KPI 는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해당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end-to-end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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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MF 에서는 이러한 KPI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네트워크 성능이 아닌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KQI 를 제안하였다. [7],[8] KQI 는 서비스와 

같은 제품 구성 요소나 제품 자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KQI 는 직접 측정될 수도 있고, 여러 KPI 

자료들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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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QI 와 KPI 의 계층 구조 

 

KPI 와 KQI 는 각각 Product, Service, Resource 에 

관한 것으로 분류되며, 각 KPI, KQI 는 더 낮은 레벨의 

지표들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DEN-ng 기반으로 모델링하였다. 

KT 에서는 이러한 TMF 의 KQI, KPI 의 정의를 

바탕으로 CQI 를 제안하였다. [6] CQI 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한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CQI 는 통신 서비스 품질 외에 

과금이나 고장처리와 같은 지원품질도 포함하며, 통신 

서비스 품질은 세 개의 하위 CQI 로 나뉜다. KT 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KQI 는 CQI 를 구성하는 주요 

QoS 요소로, KPI 는 KQI 를 구성하는 품질 지표들로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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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QI 계층 구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QI 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ServiceBillingCQI 는 

과금에 관한 CQI, CustomerSupportCQI 는 고객지원에 

관한 CQI, CommunicationServiceCQi 는 통신 서비스에 

관한 CQI 를 나타내며, CommunicationServiceCQI 는 

다시 MediaCQI, TransactionCQI, 그리고 

TransmissionCQI 로 나뉜다. CQI 는 고객이 경험하는 

품질을 나타내므로 과금과 고객지원, 통신 서비스 등 

각각을 경험하는 ConsumerRole 과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ConsumerRole 은 Customer, Subscriber, 

User 로서 나뉘어진다. 

또한, CQI, KQI, 그리고 KPI 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세 가지 품질 지표를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들간의 관계를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네트워크의 품질 지표인 KPI 와 KQI 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면의 품질 지표인 CQI 를 계산해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인식한 품질인 QoE 를 추정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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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QI, KQI, 그리고 KPI 의 관계 

 

Ⅲ. 결론  

인터넷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QoE 의 관리는 

네트워크 관리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N-ng 모델을 확장하여 QoE 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QoE 측정을 위한 QoE 의 

구성 요소들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사용자가 겪는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CQI 를 네트워크 성능 지표인 

KPI 와 네트워크 서비스 성능 지표인 KQI 를 이용해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QoE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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