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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이이이동동동통통통신신신망망망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한한한 원원원격격격진진진료료료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서서서의의의 생생생체체체정정정보보보의의의 QQQoooSSS보보보장장장
방방방안안안 연연연구구구

이동통신망을 사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생체 신호,환자 비디오,오디오,의학 스
캔 이미지등을 다룬다.이동통신망은 기존의 유선망과 달리 높은 에러율과 지연의 변
화가 심한 특성을 가진다.따라서 이동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체 정보의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하다.하지만 이러한 전송 계층의 QoS보장 정
도는 이동통신망 네트워크,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QoS보장 정도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체 신호의
QoS를 보장 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하였고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생체 정보의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
원격진료시스템의 생체 신호는 환자 비디오 같은 다른 원격진료의 요소들과 비교

해서 지연이나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뢰적이고 지연을 최소로 하는 전송을 요구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뢰적으로 지연을 최소화하며 생체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 전역에 걸쳐
구축된 CDMA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신뢰적이고 지연을 최소화하며 생체 신호를 전송
할 수 있는 생체신호전송프로토콜(vitalsigntransmissionprotocol:VSTP)을 설계하
였다.VSTP는 지연 제약 시간 내에서 생체 신호를 최대한 많이 전송하기 위해 하이
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과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
존하는 전송 프로토콜인 TCP,UDP보다 특히 높은 에러율인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지연 버퍼를 사용한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은 지연 제약이 있는
신뢰적인 전송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그뿐만 아니라 신뢰적인 전송과 지연을 최소로
하는 전송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 viii -

여러 종류의 사용자 트래픽이 존재하는 이동통신망 내에서 생체 정보 트래픽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 DiffServ구조를 따른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생
체 정보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3GPP2QoS클래스,DiffServPHB,생체 정보
트래픽 간의 맵핑 관계를 제안하였고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생체 정보
QoS 보장 구조를 설계하였다.이것이 원격 진료 서비스에 주는 이점을 Network
Simulator(N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악의
상황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트래픽에 의한 혼잡 상황)에서 제안된 맵핑 관계가 우선
순위가 높은 생체 신호의 전송을 보장하도록 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
하게 함을 보였다.이동통신망을 사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동
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생체 정보 QoS보장 구조를 따른다면 생체 정보간
의 우선순위 차별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상황에 상관없이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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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원격진료시스템,생체 신호 전송,이동통신망,CDMA20001xEV-DO,
QoS,DiffServ,생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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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그림 1-1.원격진료시스템의 구조도

원격 진료(Telemedicine)란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수단을 이용한 원거리에서
의 의학적인 지식의 공유 및 헬스 케어(healthcare)의 전달로 정의될 수 있다[1].원격
진료시스템(TelemedicineSystem)은 원격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격 통신의 발달과 함께 이동통신망은 넓은 서비스 범위로 원격진료에 새로운 가능
성을 열어주었고 원격 진료의 범위를 이동하는 차량까지 확장시켰다[2].
이동통신망을 사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생체 신호(vitalsigns:ECG,산소포화도,

호흡수 등),환자 비디오,오디오,의학 스캔 이미지등을 다룬다.이동통신망은 기존의
유선망과 달리 다중 경로 페이딩,쉐도윙,핸드오프 등으로 높은 에러율과 지연의 변화
가 심한 특성을 가진다.따라서 이동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체 정보의 QoS를 보
장할 수 있는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하다.하지만 이러한 전송 계층의 QoS보장 정도
는 이동통신망 네트워크,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QoS보장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체 신호의
QoS를 보장 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하였고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생체 정보의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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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시스템은 생체 신호의 신뢰적이고 지연을 최소로 하는 전송을 요구한다[3].
환자 비디오 같은 다른 원격진료의 요소들과 비교해서 생체 신호는 지연이나 손실에
민감하다. 네트워크로의 전송이나 데이터 프로세싱에 의한 지연은 급박한
(time-critical)환자를 다룰 때는 특히 최소화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생체 신호의
신뢰적인 전송은 원격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이것은 훼손된 생체 신호는
때때로 잘못된 진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뢰적으로 지연
을 최소화하며 생체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비록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페이딩 채널 특성에 인한 지연

과 데이터 손실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이동 중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한
국에서는 CDMA 모바일 네트워크가 국가 전역에 걸쳐 구축되어 있다.본 논문에서는
신뢰적이고 지연을 최소화하며 생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생체신호전송프로토콜
(vitalsigntransmissionprotocol:VSTP)를 CDMA20001xEV-DO모바일 네트워크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VSTP는 지연 제약 시간 내에서 생체 신호를 최대한
많이 전송한다.VSTP는 FEC와 ARQ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을 사용하
고 버퍼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CDMA20001xEV-DO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하에
서 제안된 프로토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twostate마르코르 무선 채널
모델이 사용되었다.TCP,UDP와의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프로토콜의 우수
한 성능을 증명하였다.
이동통신망 내에는 생체 정보 트래픽뿐만 아니라 음성,스트리밍 비디오,FTP,

E-mail,SMS등의 사용자 트래픽이 존재한다.기존의 best-effort망은 QoS를 고려
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한다.이동통신망을 사용한 원격
진료 서비스시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여유롭지 않고 생체 정보의 QoS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원격지의 전문의가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또한 이것은 진단의 오류를 가져와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다.따라서 본 논문은 3G 이동통신망의 표준화 단체인 3GPP,3GPP2는 이동통신
망의 패킷 코어 네트워크 QoS보장 방안으로 채택한 IETF에서 제안한 DiffServ
구조를 따른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생체 정
보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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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2QoS클래스,DiffServPHB,생체 정보 트래픽 간의 맵핑 관계를 제안
하였고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생체 정보 QoS보장 구조를 설계하였
다.이것이 원격 진료 서비스에 주는 이점을 NetworkSimulator(N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생체 정보 QoS보
장 성능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best-effort망과의 비교를 통해 이동통신망 패킷 코
어 네트워크에서의 생체 정보 QoS보장 구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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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CCCDDDMMMAAA222000000000111xxxEEEVVV---DDDOOO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그림 2-1.CDMA20001xEV-DO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

CDMA20001xEV-DO(Evolution-DataOnly)는 3GPP2에서 채택한 높은 전송 속도
와 많은 수용 능력을 가진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다.기존의
cdmaOne,CDMA20001x망과 호환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최적화되었다[4].
CDMA20001xEV-DO은 채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정방향

링크(forward link)의 전송속도는 38.4~2457.6kbps를 역방향 링크(reverse link)는
9.6~153.6kbps를 제공한다.CDMA20001xEV-DO의 역방향 링크의 전송 속도는 역방
향 링크의 트래픽 채널 이득(traffic channelgain)에 따라 결정된다.CDMA2000
1xEV-DO의 역방향 링크는 고정된 크기의 물리 계층 패킷(16 slots,26.67ms
duration)로 구성된다.또한 역방향 링크는 기존의 cdmaOne,CDMA20001x의 전력
제어 메커니즘과 소프트 핸드오프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생체신호전송프로토콜(VSTP)을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CDMA20001xEV-DO이동통신망에서 전송할 때의 프로토콜 스택은 그림 2-1처럼 간
단히 나타낼 수 있다.환자로부터 측정된 생체 신호는 CDMA20001xEV-DO 이동통
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전달된다.CDMA20001xEV-DO망을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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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송신단의 컴퓨터에 CDMA20001xEV-DO 핸드폰 또는 모뎀을 설치해야 한다.
핸드폰과 모뎀이 CDMA20001xEV-DO물리계층 인터페이스와 RLP링크 계층 프로
토콜을 관리하기 때문에 VSTP는 RLP링크 계층 위해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따
라서 그림 2-1과 같이 VSTP는 네트워크 계층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포함하고 시
뮬레이션 모델이 물리계층부터 링크 계층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MS(MobileStation)에서 환자로부터 측정된 생체신호를 VSTP패

킷에 담아 FH(FixedHost)에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이
것은 원격지에서 측정된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전송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MS에서 VSTP는 측정된 환자의 생체 신호를 담은 패킷을 IP계층으로
넘기고 IP패킷은 RLP계층에 의해 프레임으로 나뉘어져 airinterface를 통해 기지국
(BSC/BS)으로 전송된다.BSC/BS는 전송받은 frame을 다시 IP패킷으로 합쳐 물리
계층을 통해 FH로 전송한다.

222...111...111RRRaaadddiiioooLLLiiinnnkkkPPPrrroootttooocccooolll

RadioLinkProtocol(RLP)는 CDMA2000MAC계층의 일부로서 링크 계층의 재
전송을 담당하여 바이트 스트림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다.RLP는
NegativeAcknowledgment(NAK)기반의 프로토콜로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서 바
이트 스트림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전송을 제어한다[5].RLP의 수신측은 무선에서
에러가 유입되거나 손실된 프레임에 대해 NAK list를 운영하여 정해진 주기마다
NAK 프레임을 송신측에 전송해 재전송을 요구한다.일반적으로 RLP재전송 횟수는
3회로 제한되므로 3회의 재전송이 모두 실패할 경우 해당 프레임을 제외한 데이터를
상위 계층으로 넘긴다.RLP는 링크 계층 재전송을 통해 무선망의 에러를 효과적으로
보정하지만 재전송으로 인해 전송 지연을 증가시킨다.

222...222CCCooorrrrrreeelllaaattteeedddFFFaaadddiiinnngggCCChhhaaannnnnneeelllMMMooodddeee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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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TP의 성능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쉐도잉 (shadowing)과 거리 손실
(distanceloss)가 완벽히 보상되지만 다중경로 페이딩 (multipathfading)에 의한 급격
한 변화는 존재하는 CDMA20001xEV-DO의 역방향 링크(무선국부터 기지국 방향)를
통하여 생체 신호가 전송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무선 채널의 다중경로 페이딩은 레
일리 분포(Rayleighdistribution)를 따른다[6].레일리 분포는 마르코브 체인 (Markov
chain)에 의해 근사화될 수 있다[7].레일리 페이딩 채널에서의 블록 에러 과정을 모델
링한 연구로서 [8]에서는 데이터 블록 전송의 성공과 실패의 시퀀스가 간단한
two-state마르코브 체인을 통해 근사될 수 있음을 보였다.식 (1)은 two-state마르코
브 모델의 변환 확률 행렬 (transitionprobabilitymatrix)이다.

  
   

     (1)

여기서 p와 1-q는 현재 보내는 블록이 n번째 블록이라면 n-1번째 블록의 전송이
각각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n번째 블록의 전송이 성공할 확률을 나타낸다.변환 확
률 행렬 M에 따라 채널 특성이 정확히 정해진다.steady-state에서의 blockerrorrate
(BER)는 식 (2)과 같다.


 

   
(2)

여기서    은 블록 에러의 평균 버스트 길이를 나타낸다.또한 fading
margin이 F인 레일리 페이딩 채널에 대해 평균 BER은 식 (3)와 같다.

     (3)

그리고 마르코브 파라미터 는 식 (4)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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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5)

이다.
위의 식에서   





 는 도플러 주파수가 

인 페이딩 채널의 복소수 크기

(complex amplitude)의 두개의 연속한 샘플사이의 가우시안 연관도 인자(Gaussian
correlationcoefficient)이다.는 정규화 (normalization)된 도플러 주파수로 페이딩

과정의 연관정도를 나타낸다. 은 firstkind에 zeroorder인 베셀 함수이고  는
Marcum  function으로 다음 식 (6)과 같다.

     


∞


  

    (6)

여기서 은 firstkind에 zeroorder인 modified베셀 함수이다.BER과 로부터 마

르코브 파라미터 는 식 (2)을 이용하여 얻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은 RLP프레임을 물리 계층 패킷의 슬롯단위(T=1.67ms)로 나누어 이 마

르코브 모델을 적용하였다.여러 가지 BER과 를 선택함에 따라 무선 링크를 통하
여 전송되는 인접한 블록간의 연관도 (correlation)정도를 변화시키며 페이딩 채널 모
델을 만들 수 있다.가 작으면 연속된 데이터 블록은 많이 연관되며 긴 버스트 에

러가 발생한다.이와 반대로 가 크면 연속된 데이터 블록이 거의 독립성을 갖게
되어 짧은 버스트 에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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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생체신호전송시스템 구조도

생체 신호의 전송은 신뢰성(reliability)과 즉시성(instantaneity)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따라서 생체신호전송프로토콜(VSTP;VitalSignTransmissionProtocol)은 신뢰
성와 즉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된다.즉,tolerabledelaybound내에서의 에러없
는 생체 신호를 최대한 많이 신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버퍼 관리 기술과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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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에러 보정 기술을 사용하였다.
우선 신뢰성을 높이고 재전송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FEC와 ARQ가 합쳐진 하이브

리드 에러 보정 기술을 사용하여 생체 신호를 전송하였다.다음으로 완벽히 신뢰적인
전송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전송에 의한 무한대의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VSTP는 적정 tolerabledelaybound안에서만 재전송을 수행한다.이것을 위해 주 버
퍼와 지연 버퍼를 사용한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
CTD(clinicaltolerabledelay)는 VSTP에서 사용되는 tolerabledelaybound이고 전

송되고자 하는 생체 신호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생체 신호가 측정된 지 CTD만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생체 신호의 환자의 진단에 대한 의학적인 중요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다.생체 신호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CTD값을 정할 수 있다.
CTD를 기준으로 전송 방식이 구분되는데 생체 신호마다 CTD이전의 시간 구간에서는
버퍼 관리 기술이 주 버퍼를 이용하여 에러 없이 생체 신호를 최대한 전송하려는 시
도를 한다.이 때 전송에 실패한 생체 신호는 지연 버퍼로 이동시켜 후에 전송하기 때
문에 신뢰적인 전송을 보장한다.지연 버퍼의 생체신호는 CTD이전의 생체신호를 전송
하고 나서 남은 시간동안 재전송한다.지연 버퍼의 생체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는 시
간은 이동통신채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333...111스스스위위위칭칭칭 버버버퍼퍼퍼 관관관리리리 기기기술술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체 신호는 CTD내에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전송되어야
한다.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1초로 가정했다[2].VSTP는 환자로부터 측정된 생체 신
호가 전문의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CTD를 넘지 않도록 버퍼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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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생체 신호의 지연 요소 분석도

그림 3-2은 생체 신호가 겪는 지연을 분석한 구조도이다.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생체 신호가 지연을 겪는 요소를 단계적으로 나타낸다.생체 신호
는 생체 신호 모니터로부터 샘플링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생체 신호 샘플의 크기
가 8~12bits로 작기 때문에 프로토콜 헤더 오버헤드에 의한 throughput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생체 신호 샘플을 모아서 전송해야 한다.여기서 생체 신호 샘플을 모아서 전
송할 때 발생하는 지연을 신호 측정 지연(

)라고 하면 다음 식(7)과 같다.







⋅

  (7)

여기서 
는 VSTP패킷의 payloadsize(bits)이고 는 생체 신호의 샘플링 주파

수(Hz),는 생체 신호의 샘플링 크기(bits)이다.버퍼 지연은 측정된 생체 신호를 담
은 VSTPpacket이 전송되기까지 버퍼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다음 식(8)와 같다.

       (8)

여기서 

은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는 생체 신호가 샘플링되어 버퍼에 저장된
시각을 나타낸다.마지막으로 전송 지연은 VSTP패킷을 전송하여 전문의에게 도달하
기까지의 시간이다.즉,측정된 RTT의 반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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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는 현재 평가된 RTT를 나타낸다.따라서 생체 신호가 CTD내에 전

송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송될 VSTP패킷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0)

VSTP는 현재 보낼 패킷이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하
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의 재전송도 이 조건 내에서 수행된다.만약 현재 보낼 패킷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 패킷을 지연 버퍼로 옮긴다.즉,생체 신호를 담은 해
당 패킷이 전문의에게 CTD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연 버퍼로 옮긴다.
지연 버퍼로 옮겨진 패킷은 후에 무선망의 전송 대역폭에 여유가 있을 때 전송하

게 된다.무선망의 전송 대역폭이 여유롭다면 생체 신호가 취득되는 속도보다 생체 신
호를 전송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 버퍼안의 모든 패킷을 전송할 수 있을 것
이다.따라서 지연 버퍼의 패킷들은 주 버퍼가 비었을 때 전송된다.

333...222하하하이이이브브브리리리드드드 에에에러러러 보보보정정정 기기기술술술

에러 보정 기술은 크게 FEC와 ARQ로 나뉜다.FEC는 패킷에 redundancy를 추가
하여 전송시 유입된 에러를 수신단에서 보정하는 기술이고 ARQ는 패킷의 에러를 감
지하여 ACK 또는 NAK 피드백에 의해 재전송하는 기술이다.ARQ는 간단하고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채널 에러율이 높아지면 throughput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FEC는 채널 에러율과 상관없이 throughput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에러 유입
여부와 상관없이 디코딩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은 이러한 FEC와 ARQ의 단점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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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러 보정 기술이다[9].본 논문은 버스트 에러에 강한 특성을 보이는 RS부호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을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은 에러 감지와 에러 보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부

호를 사용한다.수신단은 수신된 패킷에 에러가 감지되면 우선 에러 보정을 시도한다.
에러의 수가 에러 보정 수용 능력안에 있다면 에러는 보정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
나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버퍼에 저장한다.만약 에러를 보정할 수 없다면 수신단
은 수신된 word을 버리고 재전송을 NAK 피드백을 통해 요청하게 된다.그럼 송신단
은 똑같은 codeword를 재전송한다.재전송된 word가 에러를 보정할 수 없다면 재전송
된 word를 버리고 다시 재전송을 요구한다.codeword가 성공적으로 수신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은 에러 감지와 에러 보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code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ARQ의 에러 감지만을 위한 부호보다 더 많은 parity-check
bits를 요구한다.결과적으로 각 전송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한다.채널 에러율이 낮
을 때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은 상응하는 기존의 ARQ보다 낮은 throughput을 보
인다.하지만 채널 에러율이 높아지면 FEC의 에러 보정 수용 능력이 재전송 빈도를
줄이므로 보다 높은 throughput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에 사용된 FEC는 RS(Reed-Solomon)부

호이다.RS부호는 q-aryBCHcodes의 specialsubclass로 에러 감지 및 에러 보정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CRC에러 감지 기술이 필요 없다.GF(2m)에서 (n,k)
RScode의 minimum distance가 n-k+1이기 때문에 theBerlekamp-Masseyalgorithm
과 같은 일반적인 boundeddistancedecoding으로  ≤  를 만족하는 한 t개
의 symbolerrors와 e개의 symbolerasures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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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생생생체체체정정정보보보의의의 QQQoooSSS보보보장장장 방방방안안안 연연연구구구

444...111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ttteeedddSSSeeerrrvvviiiccceeesss(((DDDiiiffffffSSSeeerrrvvv)))

현재의 인터넷망은 best-effort트래픽만을 지원하는데 인터넷 방송,VoIP(Voice
overIP),영상 전화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시간성이나 최소 대역폭 요구등이 늘
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QoS보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인터넷 표준화 기
구인 IETF(InternetEngineeringTaskForce)에서는 IntetnetQoS를 보장하기 위하여
IntegratedServices(IntServ)구조와 DifferentiatedServices(DiffServ)구조를 제안하
였다.
IntServ는 종단(end-to-end)간의 대역폭 예약으로 흐름의 QoS을 보장한다.개별

플로우 단위로 자원 예약이 이루어진다[10]. 이 자원 예약은 RSVP(Resource
ReservationProtocol)이라는 signalingprotocol에 의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이루어진
다[11].하지만 IntServ는 각 플로우 단위로 자원 예약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 백본 라우터같은 수천,수만 단위의 플로우를 서비스하는 노드에서는 이를 지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확장성(Scalability)문제가 대두되었다.
DiffServ는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QoS구조로서 IntServ에 비해

QoS 보장 능력은 떨어지지만 수많은 플로우를 소수의 트래픽 클래스로 분류하여
hop-by-hop으로 클래스 기반의 우선순위 제어 수행하여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다[12].
즉,DiffServ는 흐름들의 집합을 단위로 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써 라우터의 부하를 줄
여 대규모 망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DiffServ에서는 모든 도메인이나 상호 연
결된 도메인을 통하여 QoS를 제공하기 위해 일관된 자원 공급을 필요로 한다.이를
위해 경계 노드에서 트래픽 조절과 코어 네트워크의 설정이 빈번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28]. 이같은 재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기반 관리(Policy-based
management)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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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111DDDiiiffffffSSSeeerrrvvv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그림 4-1.DiffServ구조

DiffServ는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패킷을 수 개의 클래스의 분류한다.트래픽 상태
는 네트워크의 경계에서만 유지한다.이것은 네트워크 중간 라우터에 어떠한 사전 자
원 예약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네트워크의 코어 라우터는 버퍼 관리와 스케
쥴링과 같은 메커니즘을 수행하며 DSCP에 의해 나누어진 패킷 클래스(즉,트래픽 집
합 클래스)만으로 패킷 포워딩을 수행한다.
그림 4-1은 DiffServ의 기능적인 구조를 나타낸다.그림에서 송신자(sender)로부터

의 트래픽은 액세스 네트워크의 엑세스 라우터를 거쳐 DSdomain의 경계노드인 경계
라우터와 DSdomain내의 코어 라우터를 거쳐 수신자(receiver)에게로 전송된다.여기
서 DSdomain는 DiffServ메커니즘을 따르는 연속한 노드(라우터)의 집합인 네트워크
도메인을 의미한다.사용자의 트래픽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개의 DSdomain을 거칠 수
있다.일반적으로 하나의 DSdomain은 하나의 ISP(InternetServiceProvider)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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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222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ttteeedddSSSeeerrrvvviiiccceeesssCCCooodddeeePPPoooiiinnnttt(((DDDSSSCCCPPP)))

그림 4-2.IPv4TOS필드의 DSCP정의

DiffServQos스펙은 IP헤더의 DSfield에 기록된다.그림 4-2와 같이 IPv4네트
워크에서는 DSfield는 IP헤더내의 8bitTOS(TypeOfService)에 의해 정의된다[13].
IPv6네트워크에서는 IP헤더내의 트래픽 클래스 옥텟이 DS field로 이용된다.DS
field는 DSCodePoint(DSCP)를 포함하는데 이 DSCP에 의해 패킷포워딩의 Per-Hop
Behavior(PHB)가 결정되게 된다.그림 4-1에서 사용자가 패킷을 전송하면 엑세스 라우
터가 그 패킷 플로우를 트래픽 클래스로 분류한다.이때 분류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약
된 서비스 레벨 협약(SLA)[14]에 따라 트래픽 조정도 수행한다.
패킷이 DSdomain으로 들어갈 때 DiffServ의 경계 라우터를 거치게 된다.경계 라

우터는 그 패킷을 코어 라우터로 포워딩하는데 패킷이 DSCP에 의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패킷 분류를 수행한다.경계 라우터는 엑세스 라우터에 의한 분류가 SLA에 적
합하지 않으면 재분류를 수행한다.경계 라우터는 패킷에 BehaviorAggregate(BA)를
할당하는데 BA는 같은 DSCP를 가진 집합이고 특정한 PHB를 가진다.그 후 패킷은
DSdomain과 사용자의 엑세스 네트워크사이에 맺어진 트래픽 조정 협약(TCA)에 기
술된 파라미터에 맞춰진다.경계 라우터는 PHB를 TCA에 맞추기 위한(inprofile)조
정 기능을 수행한다.이 조정 기능은 metering,marking,shaping,dropping/policing을
포함한다.DSdomain안에서는 패킷은 PHB에 따라 BA단위로 포워딩된다.패킷이 한
DSdomain을 벗어날 때 그 DSdomain의 경계 라우터는 다음의 DSdomain의 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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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트래픽 조정을 수행한다.

444...111...333패패패킷킷킷 분분분류류류와와와 조조조정정정

그림 4-3.패킷 분류와 조정 기능 블록도

DSdomain의 경계 라우터는 요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트래픽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트래픽 조정 기능은 그림 4-3과 같이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12].

l 분류기(PacketClassifier):경계 라우터로 들어온 패킷의 헤더에 기록된 DSCP와
출발지주소,목적지주소,포트번호,프로토콜 ID등에 따라 패킷을 분류한다.

l 미터(Meter):미터는 TCA에 명시된 트래픽 프로파일에 대해 분류기에 의해 선택
된 패킷 스트림의 시간적 특성을 측정한다.즉,어떤 패킷 스트림이 소비하는 자원
을 알기 위한 기능 블록이다.미터는 어떤 패킷 스트림이 자원의 소비 제한 내에
있는지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 마커와 쉐이퍼,폐기자에게 상태 정보를 전달 한다.
이 측정은 토큰 버킷 방식등이 사용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패킷을 조정한다.

l 마커(Marker):마커는 패킷을 필요시 다른 DSCP로 재마킹한다.이 기능은 프로필
을 초과한 패킷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재마킹은 두 DSdomain사이의 경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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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쉐이퍼(Shaper):쉐이퍼는 트래픽 프로파일에 따라 패킷 스트림을 맞추기 위해 패
킷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따라서 패킷 스트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l 폐기자(Dropper):폐기자는 트래픽 프로파일에 따라 패킷 스트림을 맞추기위해 패
킷을 의도적으로 폐기한다.폐기자는 쉐이퍼의 버퍼크기를 설정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444...111...444PPPeeerrr---HHHooopppBBBeeehhhaaavvviiiooorrr(((PPPHHHBBB)))

DSdomain의 코어 라우터는 PHB를 토대로 패킷을 포워딩한다.PHB로 Expedited
Forwarding (EF)[15]과 Assured Forwarding (AF)[16] 그리고 Best Effort
Forwarding(BE)가 있다.각 PHB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4.1.4.1ExpeditedForwarding

EFPHB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서비스이다.따라서 EFPHB는 낮은 손실과 낮
은 지연,낮은 지터를 보장한다.IETF에서 이것을 위한 behavior는 정의되었으나 구현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4.1.4.2AssuredForwarding

AFPHB는 4개의 클래스로 트래픽을 분류한다.각 AFPHB클래스는 우선순위는
같지만 대역폭 할당정도가 다르다.각 클래스마다 3개의 폐기 우선순위를 가진다.AF
클래스내에서 혼잡이 발생할 경우 폐기 우선순위에 따라 패킷을 폐기한다.폐기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기 위해 Random EarlyDetection(RED)큐가 사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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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BestEffortForwarding

BEPHB는 DSCP가 할당되지 않은 트래픽을 위한 defaultPHB로 기존 인터넷 라
우터에서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패킷을 들어온 순서에 따라 서비스한다.

4.1.4.4DSCP와 PHB와의 맵핑

표 4-1은 EFPHB,AFPHB,BEPHB에 할당된 DSCP를 나타낸다.

PHB DSCP

EF PHB 101110(46)

AF PHB

폐폐폐기기기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클클클래래래스스스 1 클클클래래래스스스 2 클클클래래래스스스 3 클클클래래래스스스 4

Low 001010(10) 010010(18) 011010(26) 100010(34)

Medium 001100(12) 010100(20) 011100(28) 100100(36)

High 001110(14) 010110(22) 011110(30) 100110(38)

BE PHB 000000(0)

표 4-1.DSCP와 PHB간의 맵핑

444...111...555이이이동동동통통통신신신망망망에에에의의의 DDDiiiffffffSSSeeerrrvvv도도도입입입

이동통신망의 표준화 단체인 3GPP,3GPP2는 모두 IP패킷 도메인에서의 QoS보장
을 위해 DiffServ를 채택하였다(IntServ는 선택적으로 사용된다.)[17].사용자의 이동이
빈번한 이동통신망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DiffServ가 적합하다.그 이유는
DiffServ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체결한 SLA를 사용자가 이동한다고 해서
IntServ/RSVP처럼 별도의 signaling이 필요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용자의 SL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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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는 동적 QoS협상과정이 필요하
다.

444...222QQQuuueeeuuueeeiiinnnggg&&&SSSccchhheeeddduuullliiinnngggAAAlllgggooorrriiittthhhmmmsss

큐잉 (Queueing)은 네트워크 중간의 장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패킷이
도착하거나 다수의 소스로부터의 패킷이 동시에 도착할 때 발생하게 된다.즉,네트워
크 장비의 처리 용량을 넘어 패킷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을 때 그 패킷들을 잠시
동안 버퍼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서비스하는 것을 큐잉이라고 한다.
스케쥴링 (Scheduling)은 QoS요구에 따라 분류된 트래픽들을 서비스시에 개개의

QoS를 만족할 수 있도록 큐들간의 서비스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스케쥴링
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하며,패킷의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것
으로 지연 시간 및 대역폭 할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따라서 현재 best-effort네트
워크에 널리 사용되는 FIFO큐잉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QoS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
는 큐잉․스케쥴링 방식이 필요하다.큐잉․스케쥴링 방식으로는 FIFO큐잉,Priority
큐잉 (PQ),Bounded StrictPriority 큐잉 (BSP),Round-Robin (RR),Weighted
RoundRobin(WRR),WeightedInterleavedRoundRobin(WIRR)등이 있다.

444...222...111FFFIIIFFFOOOQQQuuueeeuuueeeiiinnnggg

그림 4-4.FIFO큐잉의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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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InFirst-Out(FIFO)큐잉은 현재 best-effort망인 인터넷 망에서 사용되는
큐잉 스케쥴링 방식이다.트래픽 클래스의 구분없이 모든 트래픽 클래스를 하나의 큐
로 서비스한다.따라서 모든 트래픽 클래스를 동일하게 서비스하기 때문에 QoS를 위
한 스케쥴링 방식이라 할 수 없다.FIFO큐잉은 먼저 도착한 패킷을 먼저 서비스한다.
그림 4-4는 FIFO큐잉의 동작 방식을 나타낸다.그림의 알파벳 A,B,C는 트래픽

클래스를 나타내고 알파벳 뒤의 숫자 1,2,3은 각 트래픽 클래스의 패킷 도착 순서를
나타낸다.FIFO큐잉은 구현이 쉽고 큐의 동작이 예측 가능하다.하지만 차별화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DiffServ에 사용할 순 없고 본 논문에선 DiffServ과 기존
best-effort망과의 비교 스케쥴링 모델로 사용한다.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TCP보다
UDP트래픽이 유리하다.즉,TCP와 UDP트래픽이 혼재하는 경우 혼잡이 발생하면
TCP트래픽은 흐름 제어 기법에 의해 윈도우 크기를 줄여 전송 속도를 줄이게 된다.
하지만 UDP 트래픽은 흐름 제어 기법이 없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계속 전송하여
TCP트래픽의 대역폭까지 차지하게 된다.

444...222...222PPPrrriiiooorrriiitttyyyQQQuuueeeuuueeeiiinnnggg(((PPPQ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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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PQ의 동작 방식

PQ는 다수의 FIFO큐를 운영하며 각각의 큐는 각기 다른 트래픽 클래스에 맵핑된
다.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트래픽에 해당하는 큐부터 서비스한다.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트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이 모두 서비스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PQ는
간단하게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하지만 높은 우선순위의 트래픽이 큐에 계속 도
착할 경우 낮은 우선순위의 트래픽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기근현상;Starvation
effect)큐잉 지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또한 다수의 트래픽이 하나의 동일한 큐
에 저장되는 경우 버스트한 특성의 트래픽이 다른 트래픽들을 압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44...222...333BBBooouuunnndddeeedddSSStttrrriiiccctttPPPQQQ(((BBBSSSPPP)))

그림 4-6.BSP의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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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는 PQ방식의 변형으로 각 큐마다 서비스될 수 있는 대역폭의 한계를 설정하
여 운영한다.우선순위가 높은 큐부터 검사하여 그 큐가 서비스되고 있는 평균 속도가
그 큐에 할당된 대역폭 이상이 되면 다음 큐를 서비스한다.따라서 대역폭에 따른 차
별화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가 낮은 트래픽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PQ의 문제점도 해결한 스케쥴링 방식이다.

444...222...444RRRooouuunnnddd---RRRooobbbiiinnn(((RRRRRR)))

그림 4-7.RR의 동작 방식

RR스케쥴링 방식은 다수의 큐를 운영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평한 큐잉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어떤 큐에 트래픽이 없다면 그 큐를 건
너뛰고 다음 큐를 서비스한다.RR은 모든 큐를 동일하게 서비스하기 때문에 모든 트
래픽에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QoS를 위한 스케쥴링 방식이라 할 수 없다.따라
서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서 이 스케쥴링 방식은 고려되지 않는다.



- 23 -

444...222...555WWWeeeiiiggghhhttteeedddRRRooouuunnnddd---RRRooobbbiiinnn(((WWWRRRRRR)))

그림 4-8.WRR의 동작 방식

WRR은 Priority큐잉 방식의 변형으로 다수의 큐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큐별로 서비스 되는 트래픽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따라서 앞서 설명한
BSP방식과 마찬가지로 PQ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각 큐에 설정된 가중치는 한
번에 서비스되는 패킷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2,3번 큐에 가중치가 각각 5,3,2이고 현재 1번 큐를 서비스한다면 1

번 큐의 5개의 패킷을 서비스하고 2번 큐의 3개의 패킷을 서비스하고 3번 큐의 2개의
패킷을 서비스한다.이때 어떤 큐에 서비스할 패킷이 없으면 다음 큐로 넘어간다.
그러나 가중치가 패킷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 길이의 패킷을 가진 네트워

크에서는 적절한 가중치 계산을 통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나,가변 길이의
패킷을 가진 네트워크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4바이트의 음성 패킷과 512바이트의 비디오 스트림 패킷이 각각 가중

치 2,1로 서비스되었을 때 한번에 음성 패킷은 128바이트,비디오 스트림 패킷은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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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가 서비스된다.하지만 비디오 스트림이 VariableBit-Rate(VBR)일 경우 만약
128바이트의 패킷이 큐잉될 경우 한번에 음성 패킷은 128바이트,비디오 스트림 패킷
도 128바이트가 서비스된다.따라서 하나의 해결책은 트래픽의 평균 패킷 크기를 적절
히 계산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444...222...666WWWeeeiiiggghhhttteeedddIIInnnttteeerrrllleeeaaavvveeedddRRRooouuunnnddd---RRRooobbbiiinnn(((WWWIIIRRRRRR)))

그림 4-9.WIRR의 동작 방식

WIRR은 WRR의 변형으로 WRR과 기본 동작 원리는 같다.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WRR방식에서는 어떤 한 큐가 서비스되고 있다면 가중치만큼의 패킷을 서비스했거나
큐가 비게 될 때까지 계속 서비스한다.하지만 WIRR은 한 패킷을 서비스한 후 다음
큐로 이동하면서 서비스해 포워딩하는 패킷을 큐를 기준으로 인터리빙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 큐가 서비스되는 비율은 가중치에 따라 유지된다.따라서 차별화 서비스가 가
능하고 PQ의 기근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가중치에 따라 WRR보다 각 큐
가 좀더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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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정정정책책책 기기기반반반 QQQoooSSS관관관리리리

정책 (policy)이란 현재나 미래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의 목표,과정,방법으
로 정의된다.정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허가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18].정책 기반 관리 (policy-basedmanagement)는
네트워크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 (serviceprovider)가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을 관리
해야하는 QoS 관리에 특히 유용하다.IETF는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CommonOpenPolicyService(COPS)기반 관리 기법을 개발했다.[19]
COPS는 query/response프로토콜로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PolicyDecisionPoint(PDP)와 PolicyEnforcementPoint(PEP)는 COPS를 이용하여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PDP는 정책을 결정하는 논리 객체이고 PEP는 PDP
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논리 객체이다.COPS는 PDP를 policy
server,PEP를 policyclient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결정한다.그림 4-10은 IETF
의 정책 관리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LightWeightDirectory Access Protocol
(LDAP)[20]는 PDP가 정책 저장소 (policyrepository)과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
토콜이다.정책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l PDP는 LDAP를 이용해 정책을 꺼내온다.
l PDP가 꺼내온 정책이 적절한지 충돌,대립,상충 여부를 검사한다.
l 정책이 아무 문제없다면 PEP의 요청에 대해 COPS로 답한다.
l PEP는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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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IETF정책 관리 프레임워크

444...333이이이동동동통통통신신신망망망의의의 QQQoooSSS

444...333...111333GGGPPPPPP222QQQoooSSS관관관리리리 구구구조조조

그림 4-11.3GPP2Qos관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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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은 CDMA20001xEV-DO를 채택한 3GPP2가 표준화한 QoS관리 구조를
나타낸다[21].코어 네트워크는 IP 기반이고 어떤 무선 엑세스 기술(예를 들어,
IEEE802.11,UTRAN등)과도 독립적이다.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QoS는 반드시
DiffServ구조를 따라야 한다(IntServ는 선택적).
SubscriptionQoSManager(SQM)은 각각의 사용자마다의 QoS자원을 관리한다.

CoreQoSManager(CQM)은 기본적인 QoS제어를 하고 정책 기반 QoS관리 블록
중 PDP의 기능을 수행한다.
AccessGateway는 패킷 코어 네트워크와 CDMA2000엑세스 네트워크를 R-P

Interface로 연결하여 정책 기반 QoS관리 블록중 PEP의 기능을 수행한다.Access
Gateway(AGW)는 CQM에게 사용자의 QoS할당 요청등 기본적인 QoS메커니즘 뿐
만아니라 이동성,핸드오프에 관한 관리도 수행한다.또한 CDMA2000 Access
Network로부터의 패킷 스트림에 대해 SLA에 따라 트래픽 분류 및 조정도 수행하여
DiffServ의 경계 라우터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의 경계 라우터(borderrouter)는 외부 IP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역시 DiffServ

의 경계 라우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MobileStation(MS)이 DiffServ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면 MS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분류/마킹하여 전송할 수 있다.

444...333...222333GGGPPPPPP222의의의 QQQoooSSS클클클래래래스스스 분분분류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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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ttributes of Traffic Application

Conversational

Two-way, low delay, low data 

loss rate, sensitive to delay 

variations.

Voice, VoIP, video 

conferencing

Streaming

Same as conversational, 

one-way, less sensitive to delay. 

May require high bandwidth.

Streaming video, 

streaming audio

Interactive

Two-way, bursty, variable 

bandwidth requirements 

moderate delay, moderate data 

loss rate correctable in part.

Web browsing, database 

retrieval

Background

Highly tolerant to delay and 

data loss rate, variable 

bandwidth.

E-mail, SMS, FTP

표 4-2.3GPP2의 QoS클래스 분류

3GPP2는 표 4-2과 같이 트래픽 클래스를 Conversational클래스,Streaming클래
스,Interactive클래스,Background클래스의 4개의 QoS클래스로 분류하였다[22].따
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의 QoS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트래픽을
이 4가지의 QoS클래스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 4개의 클래스는 실
시간 트래픽 클래스과 비실시간 트래픽 클래스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실시간 트래픽
클래스는 Conversational클래스와 Streaming클래스이고 비실시간 트래픽 클래스는
Interactive클래스와 Background클래스이다.당연히 실시간 트래픽 클래스가 비실시
간 트래픽 클래스보다 지연에 더 민감(sensitive)하다.
Conversational클래스는 4개의 QoS클래스중 가장 지연에 민감하고 주로 음성에

해당한다.Streaming클래스는 보통 서버로부터 하나 혹은 다수의 목적지로의 단방향
(one-way)전송을 하는 트래픽이고 실시간 비디오나 오디오가 이 클래스에 해당한다.
이 트래픽은 수신단에서 버퍼 관리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Conversational클
래스만큼 지연에 엄격하지 않다.Interactive클래스는 보통 요청/응답의 패턴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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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webbrowsing이나 databaseretrieval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이 클래스에 해
당한다.Background클래스는 지연이나 데이터 손실에 견딜 수 있고 다양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그 예로는 E-mail,FTP,SMS를 들 수 있다.

444...444생생생체체체 정정정보보보의의의 QQQoooSSS보보보장장장 방방방안안안 연연연구구구

본 논문은 3GPP2이동통신망의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생체 정보의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이 패킷 코어 네트워크는 IP기반이고 DiffServ프레임워크를 따
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IETF는 DiffServ의 트래픽 포워딩 방식을 EFPHB나 AFPHB로 정의했다.하지

만 이 PHB는 3GPP2이동통신망의 QoS클래스가 아니다.이것은 DiffServ의 라우터
에서 패킷 조종(packethandling)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정의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DiffServ기반의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3GPP2QoS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는 트래픽 조종(traffichandling)메커니즘이 필요하다.따라서
3GPP2QoS클래스에 적절한 DiffServ의 PHB를 맵핑하면 DiffServ기반의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망의 트래픽이 PHB에 의해 트래픽 조종될수 있다.
원격 진료를 위한 생체 정보에는 심전도 (ECG),산소포화도 (SpO2),혈압 (NIBP),

호흡수 (RR)등의 vitalsign과 환자의 비디오,오디오 그리고 환자의 의료 사진이나
진료 정보가 있다.원격 진료 서비스에서 환자의 이런 생체 정보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전송될 경우의 상황을 그림 4-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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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 구조도

그림 4-12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는 CDMA2000엑세스 네트워크를 거쳐 패킷 코어
네트워크를 따라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전달된다.따라서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환자
의 생체 정보는 적절한 3GPP2QoS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따른 PHB를 가질
수 있다.따라서 이동통신망의 DiffServ기반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환자의 생체 정
보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 생체 정보와 3GPP2QoS클래스간의 맵핑이 필요하다.여
기서 생체 정보가 하나의 트래픽 집합으로 분류되고 처리된다면 패킷 코어 네트워크
가 혼잡할 경우 생체 정보 간의 우선순위가 보장 될 수 없다.예를 들어,현재 네트워
크에 혼잡이 발생하여 생체 정보전체의 대역폭을 보장 받을 수 없을 때는 환자의 vital
sign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송해야 한다.하지만 vitalsign이 같은 PHB를 가진 비디오,
오디오와 함께 경쟁한다면 vitalsign에 손실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생체 정보 각각의 지연,손실등의 QoS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차별화된 QoS클래스 맵핑이 필요하다.

444...444...111333GGGPPPPPP222QQQoooSSS클클클래래래스스스와와와 PPPHHHBBB간간간의의의 맵맵맵핑핑핑

3GPP2의 QoS클래스와 DiffServ프레임워크를 고려하면 Conversational클래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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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HB를 가짐을 알 수 있다.이것은 Conversational클래스와 EFPHB모두 가장
QoS가 높은 트래픽을 다루기 때문이다.나머지 3개의 3GPP2QoS클래스는 그 QoS
보장 정도에 따라 Streaming클래스는 AF4PHB로 Interactive클래스는 AF3PHB로
Background클래스는 AF2,AF1,BEPHB를 가지게 맵핑한다.표 4-3은 3GPP2QoS
클래스와 DiffServ의 PHB간의 맵핑 관계를 나타낸다.이 관계에 의해 3GPP2QoS클
래스 트래픽은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경계 라우터인 AGW에서 적절한 PHB에 따른
DSCP를 할당받아 그 PHB에 따라 포워딩된다.

3GPP2 QoS Class DiffServ PHB DSCP

Conversational EF 46

Streaming AF4 34

Interactive AF3 26

Background

AF2 18

AF1 10

BE 0

표 4-3.3GPP2QoS클래스와 PHB간의 맵핑

444...444...222생생생체체체 정정정보보보와와와 333GGGPPPPPP222QQQoooSSS클클클래래래스스스간간간의의의 맵맵맵핑핑핑

본 논문에서는 ECG와 환자 비디오,오디오,의료 이미지의 4개의 생체 정보만을
다룬다.각 생체 정보의 QoS요구 사항은 다음 표 4-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2].
ECG는 환자의 vitality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서 원격 진료에 자주 사용하는 생체
신호이다.ECG는 채널 개수,샘플링 레이트나 정량화 수준,압축 여부에 따라 대역폭
이 1~20kbps까지 다양하다.ECG의 지연은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Qo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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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지만 생체 정보 중 가장 우선적인 전송을 요구한다.따라서 지연과 패킷 손
실에 매우 엄격하다.환자 비디오와 오디오는 사용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요구 대역폭이 달라질 수 있다.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낮은 지연을 요구
한다.하지만 ECG같은 vitalsign보다는 전송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의료 이미지는
전송율이 불분명하고 버스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 트래픽은 원격지의 전문의가
환자의 진단을 위해 의료 이미지를 요구할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의료 이미지
는 보통 FileTransferProtocol(FTP)을 이용하여 전송되고 지연 민감도는 ECG나 비
디오,오디오만큼 엄격하지 않다.이미지는 비디오완 달리 약간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
더라도 원격지의 전문의가 판독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신뢰적인 전송이 요구된다.

Biomedical 

Information
Data Rate Maximum Delay Packet Loss

ECG 1~20kbps ~1s Zero

Video 32~384kbps 150~400ms 1%

Audio 4~25kbps 150~400ms 3%

Medical Image

(FTP)
bursty not strict Zero

표 4-4.생체 정보의 QoS요구 사항

따라서 이러한 생체 정보의 특성을 3GPP2의 QoS클래스의 요구 사항과 비교해보
면 표 4-5와 같은 맵핑 결과를 얻을 수 있다.ECG는 가장 높은 수준의 QoS를 요구하
므로 Conversational클래스와 맵핑됨을 알 수 있다.환자 비디오와 오디오는 패킷 손
실만 차이날 뿐 우선 순위에서 비슷하고 ECG보다 덜 엄격한 지연 요구를 가지므로
Streaming클래스의 특성과 잘 맵핑된다.의료 이미지나 기타 환자 정보를 FTP로 전
송시 가장 낮은 QoS클래스인 Background클래스가 할당된다면 생체 정보가 아닌 다
른 Background클래스 트래픽과 함께 트래픽 조종되므로 이 생체 정보의 우선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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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없다.또한 Interactive 클래스로 할당되면 Web browsing이나 data
retrieval과 같은 트래픽과 동등한 취급을 당하므로 생체 정보의 긴급함을 보장하기 위
해 환자 비디오,오디오와 같은 Streaming클래스로 할당한다.이 맵핑 관계는 네트워
크 혼잡 발생으로 최소한의 대역폭만 보장될 때 생체 정보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ECG같은 vitalsign의 QoS를 보장함을 의미한다.

Biomedical 

Information
3GPP2 QoS Class DiffServ PHB DSCP

ECG Conversational EF 46

Video Streaming AF4 34

Audio Streaming AF4 34

Medical Image

(FTP)
Streaming AF4 34

표 4-5.생체 정보와 3GPP2QoS클래스간의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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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생생생체체체신신신호호호전전전송송송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성성성능능능 평평평가가가

555...111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파파파라라라미미미터터터

CDMA20001xEV-DO네트워크에 연결된 송신 터미널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다른
종류의 인프라 네트워크의 수신 터미널과 통신할 수 있다.수신 터미널의 유동적인 네
트워크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VSTP는 UDP/IP프로토콜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
었다.그림 5-1과 같이 하나의 VSTP프레임은 20바이트의 IP헤더,9바이트의 UDP
헤더,12바이트의 VSTP헤더,그리고 72바이트의 생체 신호 데이터(VSTP페이로드)
로 구성된다.VSTP헤더는 ARQ,FEC,그리고 버퍼 관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
다.FEC는 (100,84)RS인코딩을 채택하였다.(100,84)RS인코더는 VSTP헤더와
VSTP페이로드를 합친 총 84바이트를 100바이트의 스트림으로 인코딩한다.RLP프
레임은 100바이트의 인코딩된 스트림과 28바이트의 UDP/IP프로토콜 헤더를 합친 총
128바이트로 구성된다.그것은 RLP링크 계층을 통해 전송된다.RLP링크 계층은 에
러가 유입된 RLP프레임을 복구하기 위해 3번의 재전송을 수행한다.VSTP프로토콜
은 FEC,ARQ의 추가적인 에러 보정 기능과 버퍼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IP
header

UDP
header

VSTP
header

VSTP payload
(Vital-sign data)

0 20 28 40 112 (byte)

RS Encoder

Slot 
1

0 128 (byte)

VSTP
frame

RLP
frame

Slot 
2

Slot 
3

Slot 
4

Slot 
5

Slot 
6

Slot 
7

Slot 
8

Slot 
9

Slot 
10

Slot 
11

Slot 
12

Slot 
13

Slot 
14

Slot 
15

Slot 
16

그림 5-1.VSTP프레임과 RLP프레임의 인코딩 관계

CDMA20001xEV-DO의 역방향 채널 속도인 9.6Kbps,19.2Kbps,38.4Kbps,
76.8Kbps,그리고 153.6Kbps중,중앙값인 38.4Kbps이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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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4Kbps일때 고정된 길이의 26.66msRLP프레임 (16슬롯)크기는 128bytes이
다.디지털화된 생체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와 양자화 수준은 각각 360Hz,12비트이
다.또한 무선 구간의 전송 지연은 50msec이고 유선 구간의 전송 지연은 25msec,
CTD는 1초,그리고 차량 속도는 100km/h일때를 고려하며 시뮬레이션되었다.

555...222평평평가가가 기기기준준준

DelayConstraintRatio(DCR)는 제안된 VSTP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식 (11)과 같다.

dtransmittesamplesofnumberthe

CTDwithinreceivedsamplesofnumberthe
DCRRatiotConstrainDelay =)( (11)

DCR이 1이라 함은 CTD내에 전송된 모든 생체 신호가 완벽히 신뢰적으로 전송되
었음을 뜻한다.반면에 DCR이 0이면 CTD내에 전송된 모든 생체 신호가 손실되었거
나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그러므로 DCT이 0.5이라는 것은 전체 생체 신호의 반이
CTD내에 신뢰적으로 전송되었고 나머지의 생체 신호는 이후의 전송을 위해 지연 버
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555...333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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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BER에 따른 TCP,UDP와 VSTP의 DCR비교

그림 5-2는 VSTP의 성능을 잘 알려진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TCP,UDP와 비교한
그래프이다.BER이 0.01이하로 작을때 프로토콜간의 특별한 차이없이 VSTP,UDP,
TCP의 모두 DCT이 1에 근접한다.그러나 BER이 증가함에 따라 VSTP가 확실히
TCP,UDP프로토콜보다 좋은 DCR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UDP프로토콜은 에
러가 유입된 모든 프레임을 버리기 때문에 BER이 0.03일 때부터 성능이 급격히 감소
한다.즉,VSTP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성능 이득은 높은 에러율 환경에서 극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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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 사용 여부에 따른 VSTP의 성능 차이

그림 5-3은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을 사용한 VSTP와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VSTP의 DCR를 비교한 그래프이다.BER이 증가하며 DCR이 감소한다.하지만 BER
이 0.04보다 커지면서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 이득
이 명백해졌다.만약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훼손된 프레임이
주 버퍼에 계속 누적되어 결국 재전송 횟수를 증가시킨다.따라서 이것은 생체 신호의
전송 지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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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FEC사용 여부에 따른 VSTP의 성능 차이

FEC를 사용한 VSTP와 사용하지 않은 VSTP의 DCR을 비교하면 그림 5-4과 같
다.BER이 0.005이하로 작을 때 FEC를 사용한 VSTP은 FEC를 사용하지 않은 VSTP
보다 약간 더 작은 DCR성능을 보인다.이것은 RS인코딩에 의해 발생한 오버헤드가
작은 에러율인 환경에서 DCR성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BER이 0.03부터 0.07일때
FEC를 사욤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능 이득은 명백하다.BER이 0.08이상으로 에러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버스트 에러 길이의 급격한 증가로 에러 발생이 FEC의 에러 보정
능력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그러므로 FEC는 높은 에러율인 환경에서 사용할 것을 권
장하고 에러율이 작거나 심각하지 않을 경우 때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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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차량 속도가 4,60,100km/h일 때의 DCR성능 차이

DCR성능은 차량 속도와 관계있다.차량 속도가 증가하면 DCT 성능이 감소한다.
그러나 병원으로의 환자의 빠른 이송이 요구되므로 에러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
으로 차량 속도를 조절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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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생생생체체체정정정보보보의의의 QQQoooSSS보보보장장장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이 장에서는 4장에 기술된 생체정보의 QoS보장 방안을 기초로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NetworkSimulator(NS2)가 시뮬레이션
을 위해 사용되었다[23].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4장에서의 생체 정보 종류,3GPP2
QoS클래스,DSCP의 맵핑관계에 따라 PHB가 결정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
다.이동통신망을 통해 한명의 원격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
이션 하였고 시뮬레이션 시간은 200초이다.
시뮬레이션은 3개의 주제로 수행되었다.첫 번째로 스케쥴링 방식이 생체정보의

QoS보장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4.4.2에서 제안된 생체
정보와 3GPP2Qos클래스와의 맵핑이 생체 정보 전송시 네트워크 혼잡 발생으로 최
소한의 대역폭만 보장될 때 생체 정보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ECG만의 전송을 보
장하는 것을 검증하였다.세 번째로 기존의 best-effort망과의 비교를 통해 DiffServ를
사용한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가 생체 정보의 QoS보장 성능을 평가하였다.

666...111이이이동동동통통통신신신망망망 패패패킷킷킷 코코코어어어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모모모델델델

그림 6-1.이동통신망 시뮬레이션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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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은 생체정보의 QoS보장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이동통신망 패킷 코
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의 토폴로지를 나타낸다.본 논문은 3GPP2이동통신망의
코어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페이스와 엑세스 네트워크는
시뮬레이션되지 않았다.이것은 패킷 코어 네트워크와 엑세스 네트워크가 독립한
3GPPQoS구조의 개념에 모순되지 않는다.그러므로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AGW와
Borderrouter만이 시뮬레이션 되었다.
코어 네트워크의 각 요소는 DiffServ를 지원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AGW와

Borderrouter는 코어 네트워크의 경계에 존재하며 DiffServ의 경계 라우터의 기능을
수행한다.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생체 정보 QoS보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네트워
크에 혼잡이 발생한 상황과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혼잡 상황이 발생시 패킷 코어 네트워크가 각 생체 정보가 요구하는 QoS를 어느

정도 만족 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혼잡은 다른 링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대
역폭을 가진 2Mbps의 병목 링크(bottlenecklink)를 네트워크 내부에 두어 그 곳에 대
역폭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통과하게 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그림 6-1에서 소스 노드
와 AGW사이,Borderrouter와 목적지 노드 사이의 링크는 모두 10Mbps의 전송속도
와 5ms의 지연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혼잡 상황에서 병목 링크를 통과하는 트래픽의 비율은 트래픽 클래스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상황을 따른다.Conversational클래스는 전체 대역폭의 10%를 차지하고
Streaming클래스는 전체 대역폭의 15%,Interactive클래스는 전체 대역폭의 35%,나
머지 대역폭을 Background클래스가 차지하도록 시뮬레이션하였다.이것을 위해 각
클래스의 대역폭 공유 상황에 근거하여 트래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생체 정보의 트래픽은 4장의 QoS클래스 맵핑 관계에 따라 ECG는 Conversational

클래스와 같은 PHB로 서비스되고 비디오,오디오,의학 이미지는 Streaming클래스로
분류되어 서비스된다.시뮬레이션에서 생체 정보 트래픽이 이동통신망의 트래픽과 혼
재되어 있을 때 혼잡상황에서 얼마나 QoS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패킷 손실율과 패킷
지연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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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트트트래래래픽픽픽 모모모델델델링링링

666...222...111생생생체체체 정정정보보보 트트트래래래픽픽픽 모모모델델델링링링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생체 정보 트래픽 모델은 표 4-4의 생체 정보 QoS요구사항
을 토대로 표 6-1과 같이 설정되었다.3GPP2가 채택한 3G 네트워크인 CDMA2000
1xEV-DO의 역방향 채널을 통해 생체 정보가 전송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따라서
CDMA20001xEV-DO역방향 채널의 대역폭을 고려하여 하나의 생체 정보 트래픽 집
합이 약 100kbps의 대역폭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Biomedical 

Information
Data Rate Packet Size Traffic Type

Transport 

Type

ECG 4.8kbps 100bytes CBR TCP

Video
average: 78kbps

burst: 86.7kbps
512bytes

Exponential

ON/OFF
UDP

Audio

AMR speech 

codec

12.2kbps

64bytes CBR UDP

Medical Image

(FTP)
5kbps 512bytes Poisson TCP

표 6-1.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생체 정보 트래픽 모델

ECG는 압축되지 않은 2채널의 생체 신호로서 300Hz로 샘플링되고 하나의 샘플크
기는 8비트이다.따라서 4.8kbps의 대역폭을 가진다.비디오는 512bytes의 패킷 크기를
가지고 버스트한 대역폭이 86.7kbps,평균 대역폭이 78kbps를 가지도록 지수 분포로
모델링되었다.오디오는 AMR음성 코덱을 쓰는 상황을 가정하여 12.2kbps의 대역폭
과 64bytes의 패킷 크기를 가지고 CBR로 모델링되었다.의학 이미지를 보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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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FTP트래픽은 Poisson분포로 모델링될 수 있다.5kbps의 대역폭과 512bytes의
패킷 크기를 가진다.
표 4-4에 따라 생체 정보 중 ECG는 실시간 트래픽이지만 신뢰적인 전송이 필수적

이므로 TCP프로토콜 사용이 권장된다.비디오나 오디오는 실시간 트래픽으로 지연에
민감하므로 UDP 프로토콜 사용이 권장된다.FTP는 신뢰적인 전송이 요구되므로
TCP프로토콜 사용이 권장된다.

666...222...222333GGGPPPPPP222QQQoooSSS클클클래래래스스스 트트트래래래픽픽픽 모모모델델델링링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GPP2QoS클래스 트래픽과 생체 정보 트래픽이 병목 링
크를 공유한다.Conversational,Streaming,Interactive,Background클래스 트래픽이
각각 2Mbps의 10%,15%,35%,40%인 200kbps,300kbps,700kbps,800kbps를 사용하
는 상황이므로 6.2.1의 생체 정보 트래픽 대역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폭만을 사용하
도록 QoS클래스 트래픽을 모델링한다.다음 표 6-2는 QoS클래스 트래픽 모델을 나
타낸다.

3GPP2 QoS Class Data Rate Packet Size Traffic Type
Transport 

Type

Conversational

(Voice)
180kbps 64bytes CBR UDP

Streaming

(Video)

average: 170kbps

burst: 200kbps
512bytes

Exponential

ON/OFF
UDP

Interactive

(Web traffic)

average: 600kbps

burst: 700kbps
1000bytes

Pareto

ON/OFF
TCP

Background

(FTP)

300kbps~

1500kbps
1000bytes CBR TCP

표 6-2.시뮬레이션에 사용된 3GPP2QoS클래스 트래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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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al클래스는 60kbps의 대역폭을 가지는 3개의 음성 트래픽으로 구성되
고 ECG트래픽과 합쳐져 60kbps*3+4.8kbps=184.8kbps로 병목 링크의 약 10%를 차
지한다.Streaming클래스는 버스트 대역폭 200kbps,평균 대역폭 170kbps를 가지는
비디오 트래픽으로 모델링 되었다.이 클래스 트래픽과 생체 정보의 비디오,오디오,
FTP트래픽과 함께 200kbps+86.7kbps+12.2kbps+5kbps=303.9kbps로 병목 링크의 약
15%의 대역폭을 가진다.Interactive클래스의 대표적인 트래픽인 Webbrowsing과 같
은 웹 트래픽은 Pareto분포로 모델링될 수 있다.이 클래스 트래픽은 700kbps의 버스
트 대역폭을 요구하고 이것이 병목 링크의 약 35%를 차지한다.마지막으로
Background 클래스 트래픽은 2개의 FTP 트래픽으로 시뮬레이션 처음에는 각각
150kbps,총 300kbps의 대역폭을 가진다.이 트래픽은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혼잡 상
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각각 150kbps부터 100kbps씩 증가하며 750kbps까지 총
300~1500kbps의 대역폭을 가지도록 모델링되었다.
표 4-2에 따라 3GPP2QoS클래스 중 Conversational클래스와 Streaming클래스

는 실시간 트래픽으로 지연에 민감하므로 UDP프로토콜 사용이 권장된다.Interactive
클래스와 Background 클래스는 비실시간 트래픽이고 신뢰적인 전송을 요구하므로
TCP프로토콜 사용이 권장된다.

666...333...평평평가가가 기기기준준준

666...333...111패패패킷킷킷 손손손실실실율율율 (((PPPaaaccckkkeeetttLLLooossssssRRRaaattteee)))

패킷 손실율은 전송한 패킷 중 손실된 총 패킷 수와 총 전송한 패킷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손실은 대부분 네트워크 혼잡에서 비롯된다.
네트워크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한 노드에 패킷이 집중되면 큐의 길
이가 길어지게 된다.이 때 네트워크 장비의 저장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
는 혼잡 제어 방식에 따라 패킷이 폐기될 수 있다.이렇게 폐기된 패킷이 데이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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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다.UDP프로토콜의 경우
패킷 손실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패킷 손실은 데이터 손실로 이
어진다.TCP프로토콜의 경우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여 신뢰적인 전송을 보장한다.
따라서 패킷 손실은 데이터의 지연으로 이어질 뿐 데이터의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666...333...222패패패킷킷킷 지지지연연연 (((PPPaaaccckkkeeetttDDDeeelllaaayyy)))

패킷 지연은 패킷이 송신단에서 전송되어 수신단에 도착하기까지 패킷이 겪은 시
간 값을 의미한다.패킷 손실과 마찬가지로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지연의 원
인도 대부분 네트워크의 혼잡이다.네트워크 장비에 도착한 패킷은 FIFO일 때 하나의
큐에 QoS를 지원하는 스케쥴링일 경우 다수의 큐중 특정 큐에 저장된다.이 때 그 패
킷은 저장된 특정 큐에 먼저 도착한 패킷들이 모두 처리된 후 처리를 받게 된다.따라
서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큐잉지연이라 한다.네트워크 혼잡시 다수의 패킷이 큐
에 존재하므로 큐잉지연이 길어져 전체 패킷이 겪는 지연이 길어진다.혼잡 상황에서
생체 정보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큐잉 지연을 줄여야 한다.따라서 생체 정보
가 저장된 큐의 대역폭 보장이나 높은 우선순위설정이 필요하다.

666...444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결결결과과과

666...444...111스스스케케케쥴쥴쥴링링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생생생체체체 정정정보보보의의의 QQQoooSSS보보보장장장 성성성능능능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스케쥴링 방식이 생체정보의 QoS보장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DiffServ를 지원하는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PHB의 구현에 사용되는 스케줄링 방식
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시뮬레이션하였다.네트워크가 혼잡 상황시 각 스케쥴링 방식이
바뀌면 각 클래스에 맵핑된 큐를 서비스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QoS
보장 성능이 차이가 난다.따라서 혼잡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체 Background
트래픽을 300kbps부터 1500kbps까지 200kbps씩 증가시켰다.트래픽 모델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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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트래픽이 약 800~900kbps이상일 때 혼잡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본 논문
에서는 Priority큐잉 (PQ),BoundedStrictPriority큐잉 (BSP),WeightedRound
Robin(WRR),WeightedInterleavedRoundRobin(WIRR)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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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ECG평균 패킷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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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Packe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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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비디오 평균 패킷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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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오디오 평균 패킷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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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Packe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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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FTP평균 패킷 지연

그림 6-2~6-5는 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생체 정보 트래픽의 평균 패킷 지연을 나타
낸다.PQ,BSP의 경우 ECG,비디오,오디오,FTP모두 20~25ms의 평균 패킷 지연을
가진다.송신단부터 수신단까지의 거리 지연이 20ms임을 고려하면 큐잉 지연을 거의
겪지 않음을 알 수 있다.반면 WRR과 WIRR을 사용했을 때 Background트래픽이 증
가하면서 평균 패킷 지연이 증가한다.ECG패킷은 약 40ms까지 나머지 생체 정보 트
래픽은 WRR의 경우 350ms,WIRR의 경우 150ms까지의 평균 패킷 지연을 겪는다.
PQ,BSP보다 WIRR이,WIRR보다 WRR을 사용했을 때 더 큰 평균 패킷 지연을 가진
다.원격 진료에서 비디오,오디오의 지연 요구사항이 150~400ms인데 WRR의 350ms
의 평균 패킷 지연은 패킷화(packetization)나 코덱,무선망에 의한 추가적인 지연을 고
려할 때 WRR은 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에 부적당한 스케쥴링 방식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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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ECG패킷 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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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비디오 패킷 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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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Packet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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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오디오 패킷 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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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FTP패킷 손실율

그림 6-6~6-9은 스케쥴링 방식에 따른 생체 정보 트래픽의 패킷 손실율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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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가지 스케쥴링 방식 모두 ECG패킷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WRR를 사용했을
때 나머지 스케쥴링 방식에 비해 패킷 손실이 확연히 많다.PQ,BS의 경우 모든 생체
정보 트래픽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WIRR의 경우 비디오는 10-2,오디오는
10-3의 패킷 손실율을 보였다.원격 진료에서 비디오의 패킷 손실율 요구사항이 10-2이
고 무선 엑세스 네트워크같은 무선망의 추가적인 패킷 손실을 감안할 때 WIRR이 본
시뮬레이션의 경우 원격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스케쥴링임을 알 수 있다.
PQ,BSP의 경우 생체 정보 트래픽의 패킷 손실율과 평균 패킷 지연 둘다 비슷한

값을 가진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Q는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의 기근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PQ의 기근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생체 정보 트래
픽의 수,즉,원격 진료 사용자 수를 증가 시키며 시뮬레이션하였다.이 때
Background트래픽의 대역폭은 900kbps로 고정시켰다.따라서 다른 트래픽의 대역폭
과 생체 정보 트래픽이 약 100kbps임을 고려해보면 사용자 수가 2명이상일 때 네트워
크의 혼잡 상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그림 6-10은 그 결과이다.PQ는 원격 진료 사
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인 Background 트래픽의
throughput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반면에 BSP는 Background트래픽의 대역폭을 어
느 정도 보장함을 알 수 있다.패킷 코어 네트워크가 PQ를 써서 생체 정보 트래픽만
의 QoS를 보장한다면 낮은 우선순위 클래스의 트래픽은 기근현상을 겪게 되어 QoS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PQ는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QoS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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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PQ,BSP의 Background클래스 throughput비교

666...444...222EEECCCGGG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차차차별별별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QQQoooSSS차차차이이이

4.4.2에서 제안된 생체 정보와 3GPP2Qos클래스와의 맵핑이 네트워크 혼잡 발생
으로 최소한의 대역폭만 보장될 때 생체 정보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ECG같은
vitalsign의 QoS를 보장함을 검증하였다.이를 위해 원격 진료 사용자 수가 증가하며
높은 우선순위의 트래픽이 다량으로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혼잡상태를 발생시켰다.그
리고 이 때 생체 정보 트래픽의 중요도를 모두 동등하게 최우선순위 (EFPHB)로 설
정하였을 때와 제안한 맵핑 관계로 설정하였을 때와의 QoS보장 정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4.4.2의 맵핑 관계를 따르는 시나리오를 ECGPriority(ECGP),생체 정보 트래
픽 모두를 EFPHB로 맵핑하는 시나리오를 NOECGPriority(NOECGP)라고 지칭
한다.ECGP,NOECGP모두 스케쥴링 방식으로 BSP를 사용하였다.
원격 진료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생체 정보 트래픽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생체 정보 트래픽 간의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각 생체 정보 트래픽의 QoS보장 정
도가 달라진다.혼잡 상황에서의 ECG 트래픽의 QoS 보장 정도를 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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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트래픽은 900kbps로 고정시키고 원격 진료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며 ECG
의 throughput과 패킷 손실율,그리고 평균 패킷 지연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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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ECG우선순위 차별화여부에 따른 ECGthroughput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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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ECG우선순위 차별화여부에 따른 ECG패킷 손실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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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ECG우선순위 차별화여부에 따른 ECG평균 패킷 지연 비교

그림 6-11~6-13은 원격 진료 사용자수를 달리 했을 때 ECG우선순위 차별화 여부
에 따른 ECGthroughput,패킷 손실율,평균 패킷 지연을 비교한 그래프이다.원격 진
료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ECG트래픽의 양이 결정된다.따라서 원격 진료 사용자 수
가 증가하면 ECGthroughput또한 증가해야 한다.하지만 NOECGP의 경우 사용자
수가 3명 이상일때 적절한 수준의 throughput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특히 사용자 수
가 7,8명으로 많아지면서 ECG throughput이 급격히 감소하였다.ECG 패킷 손실도
NOECGP이 ECGP일 때 보다 많다.NOECGP일 때는 ECG와 다른 생체 정보 트래
픽이 EFPHB와 맵핑된 큐를 공유하기 때문에 ECG가 서비스 받을 기회가 줄어 들기
때문이다.따라서 ECG우선순위를 다른 생체 정보 트래픽과 차별화 했을 경우 네트워
크 혼잡 시 ECG의 QoS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다.

666...444...333기기기존존존의의의 bbbeeesssttteeeffffffooorrrttt망망망과과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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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Best-effort이동통신망 시뮬레이션 토폴로지

기존의 Best-effort망과의 비교를 통해 DiffServ를 사용한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
트워크가 생체 정보의 QoS보장 성능을 평가하였다.그림 6-14는 기존의 Best-effort
방식을 따르는 코어 네트워크를 가진 이동통신망의 시뮬레이션 토폴로지를 나타낸다.
AGW부터 Borderrouter까지의 링크를 Best-effort망의 FIFO로 구성하였다.혼잡 상
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Background 트래픽을 300kbps~1500kbps 증가시켰다.
DiffServ를 적용한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스케쥴링 방식은 BSP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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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Best-effort망과 DiffServ망의 패킷 손실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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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Best-effort망과 DiffServ망의 평균 패킷 지연 비교

그림 6-15,6-16은 Best-effort망인 패킷 코어 네트워크와 DiffServ를 적용한 패킷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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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네트워크에서의 생체 정보 트래픽의 패킷 손실율과 평균 패킷 지연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네트워크가 혼잡 상황이 되면서 Best-effort망과 DiffServ망의 생체 정보 트래
픽의 패킷 손실율,평균 패킷 지연의 차가 극명히 나타난다.따라서 기존의
Best-effort망을 사용했을 때보다 DiffServ를 사용했을 때 생체 정보 트래픽의 QoS를
보다 우수하게 보장함을 알 수 있다.Best-effort망의 평균 패킷 지연이 Background
트래픽이 900kbps이상이 되면서 안정화(stable)된다.이것은 TCP가 혼잡 제어에 따라
Background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떨어뜨려 더 이상의 혼잡 상황을 방지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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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에서 생체 정보 전송의 기술적인 효율성과 의학적인 유용성을 증명하는
많은 이동통신망 원격 진료 시스템이 연구되어 왔다.현재 두개의 이동통신망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GlobalSystem forMobileCommunications(GSM)망과 CDMA망이
그것이다[3,24-26].미국과 몇몇 아시아의 국가들이 CDMA망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GSM망에서 연구되었다.그러므로 CDMA이동통신망에서의 원격 진료 시스
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전송 프로토콜인 TCP,UDP중 일반적으로 생체 신호 전송을 위해 신뢰

적인 전송을 보장하는 TCP를 쓴다[27].그러나 TCP는 이동통신망과 같은 높은 에러
율을 가진 환경에 적합한 프로토콜이 되기 힘들다.왜냐하면 TCP는 낮은 에러율의 유
선망을 위해 설계된 전송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에러율이 높으면 에러가 유입된 패
킷에 대한 많은 수의 재전송으로 패킷 지연이 길어진다.이것은 생체 신호를 최소 지
연으로 전송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또한 UDP는 생체 신호를 신뢰적으로 전
송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TCP,UDP뿐만 아니라 FEC도 재전송에 의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높은 에러율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FEC
는 때때로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ARQ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하지
만 이 역시 지연을 가중시킨다.신뢰적인 전송과 지연을 최고로 하는 전송이 서로 상
호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목적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지연 제약 시간 내에 최대한 신뢰적으로 생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연구가 드물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공의 제약없이 생체 신호를 원격지의 전문의에게로의 전

송을 가능하게 했다.많은 원격 진료 시스템이 현존하는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 생체
신호 전송의 유용성을 입증하려 노력해왔다.하지만 그것들은 이동통신망의 높은 에러
율인 환경에서 때론 부적합하다.생체 신호 전송은 신뢰적일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지연이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신호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VSTP는 특히 급박한 환자의 생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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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다루는 이동통신망 원격 진료 시스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연구가 어느정도 제한적이었다.따라서 실제 CDMA20001xEV-DO망에서
의 좀더 심화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CDMA20001xEV-DO망을 사용하여 생체 신호의 QoS를 만족시키며 전

송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전송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은 FEC
와 ARQ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에러 보정 기술과 결합된다.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존
하는 전송 프로토콜인 TCP,UDP보다 특히 높은 에러율인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임을 증명하였다.지연 버퍼를 사용한 스위칭 버퍼 관리 기술은 지연 제약이 있는 신
뢰적인 전송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그뿐만 아니라 신뢰적인 전송과 지연을 최소로 하
는 전송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FEC와 ARQ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에
러 보정 기술은 패킷의 재전송 수를 줄여주었다.그러나 낮은 에러율과 매우 높은 에
러율인 환경에서는 에러 보정 코드에 의한 추가적인 오버헤드로 FEC의 조심스런 사
용이 요구된다.
전송 계층의 QoS보장 정도는 네트워크 계층의 QoS보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동통신망의 DiffServ기반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 생체 정보
QoS보장 방안을 연구하였다.우선 생체 정보의 QoS를 고려하여 3GPP2QoS클래
스,DiffServPHB,생체 정보 트래픽 간의 맵핑 관계를 제안하였다.이 맵핑 관계는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여유롭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생체
신호의 전송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NS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선 QoS를
지원하는 4가지의 스케쥴링 방식의 생체 정보 QoS보장 성능을 비교하였다.4가지 스
케쥴링 방식 모두 vitalsigns(ECG)트래픽의 QoS를 만족시켰다.이것은 Background
트래픽의 양과 vitalsigns트래픽의 QoS 보장은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WRR과
WIRR스케쥴링 방식을 썼을 경우 환자 비디오와 오디오,의학 스캔 이미지 (FTP)트
래픽의 QoS를 보장할 수 없었다.이것은 WRR과 WIRR에서 각 큐의 가중치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정된 가중치의 WRR과 WIRR은 다양한 패킷크기를 가진 다수
의 트래픽을 원하는 대역폭으로 서비스하기 힘들다.PQ와 BSP는 생체 정보의 QoS
보장 성능은 우수하였다.하지만 PQ는 Background트래픽같은 낮은 우선순위의 트래
픽의 QoS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BSP를 기본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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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맵핑 관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ECG의

PHB을 다른 생체 정보의 PHB보다 더 엄격한 QoS를 보장하도록 설정함에 따라 최악
의 상황에서 ECG의 QoS를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이것은 원격 진료 트래픽의
수나 음성 트래픽의 수가 증가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트래픽의 증가로 인한 혼잡
상황에서 ECG만의 전송을 보장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함에 목적이 있
다.제안한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생체 정보 QoS보장 구조는 기존의
best-effort망과의 비교하여 ECG,환자 비디오,오디오,의학 스캔 이미지 (FTP)의 모
든 트래픽의 패킷 손실율,패킷 지연이 확연히 낮게 측정되었다.이동통신망을 사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동통신망 패킷 코어 네트워크에
서의 생체 정보 QoS보장 구조를 사용한다면 생체 정보간의 우선순위 차별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상황에 상관없이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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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edicinesystemsovermobilenetworksusebiomedicalinformationsuchas
vitalsigns,patientvideo,audioandmedicaldatabetweenapatientandaspecialist
forrendering adiagnosisandtreatmentplan.mobiletelemedicinesystemsare
prone to be affected by delays and data corruptions due to fading channel
characteristicsofmobilenetwork.Thus,atransmissionprotocol,whichguarantees
agood quality ofbiomedicalinformation deliveries(QoS-guarantee)aswellas
considers characteristics of mobile networks, is needed. However, these
QoS-guaranteeontransportlayerishighlyaffectedbyQoS-guaranteeonnetwork
layers such as mobile networks and internet. The paper introduces a
QoS-guaranteedvitalsigntransmissionprotocolconsideringthecharacteristicsof
mobilenetworks,andrepresentshow toguaranteeQoSofbiomedicalinformation
deliveriesinthemobilepacketcorenetworkenvironment.
Telemedicinesystemsrequirereliableandinstanttransmissionofvitalsigns,

particularlywhenmanagingemergencypatients.Comparedwithothertelemedicine
componentssuchaspatientvideosandvitalsignsaresensitivetodelaysanddata
corruptions.Delaysshouldbeminimizedintime-criticalpatientcare.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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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liabletransmissionofvitalsignsisalsoimportantfordiagnosingapatient
remotely, since corrupted vital signs sometimes can cause misdiagnosis.
Nonetheless,few studieshavebeenperformedregardingvitalsigntransmission
protocolthatmaximizestheamountofreliabletransmissionwithinanacceptable
delaybound.
Inthispaper,theVSTPrunningoveraCDMA 1xEVDO mobilenetworkis

proposedtocomplywithboththereliabilityandinstantaneityrequirements.The
switching buffermanagementschemeiscombinedwith ahybriderrorcontrol
scheme, consisting of FEC and ARQ. Throughout the simulation, it is
demonstrated thattheVSTP performsbetterthan existing network protocols,
includingTCPandUDP,forahighnoiseenvironment.
Inmobilenetworkswherevariouskindsofusertrafficexistsimultaneously,

QoS-guaranteeddeliveryofbiomedicalinformationisresearchedoverthemobile
packetcorenetwork,inanIP-basedbackbonewhichemploysDiffServarchitecture.
Theclassmappingbetween3GPP2QoS classes,DiffServPHB,andbiomedical
information trafficsisproposedandQoS-guaranteedarchitectureforbiomedical
information in thepacketcorenetwork isdesigned.Thepaperalsoexamines
advantagesoftheproposedQoS-guaranteedarchitectureusingNetworkSimulator.
Throughthesimulationintheworstcaseofnetworksconditions,itwaspossible
to havea continuous patientmonitoring with guaranteed deliveries ofhighly
prioritizedvitalsignsbytheproposedclassmapping.Mobiletelemedicinesystems
employingtheproposedQoS-guaranteedarchitectureforbiomedicalinformationcan
successfullyoperatepatientmonitoringcontinuouslybydifferentprioritizationof
biomedicalinformations,regardlessofnetworkconditions.
�������������������������������������������������������������������������������

Keywords:Telemedicine,vitalsignstransmission,mobilenetworks,CDMA2000
1xEV-DO,QoS,DiffServ,biomedic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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