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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이동전화망의 연결 방식은 Circuit Switching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Fully Packet
Switching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 현재의 Channel Utilization Model로 원하는 음성통화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바가 없다. DiffServ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Simulation을 통해 이 방법의 효용성을 보였다.

1. Introduction

2.1 CDMA의 채널 구조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이 2세대, 2.5세대, 3세대 등

CDMA이동통신 시스템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고속의 2

으로 진화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Communication Termianl

진 데이터열을 이용하여 대역을 확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

Node들은 IP 기반에서 동작하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써 모든 사용자들은 동일한 광대역 주파수 채널을 공유한다.

된다. 이같은 환경을 All IP Environment라고 부르는데, 이동통

모든 신호들은 수신단에서 선택된 2진 데이터열을 사용한 상관

신 사업자들이 All IP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가장 큰

기에 의해 분리됨으로써 수신측과 송신측에서 같은 2진 데이터

이유는 현재의 Circuit Switching방식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열을 사용하는 신호들은 잡음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

수준,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음성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CDMA의 채널은 크게 Forward Channel과 Reverse Channel의 2

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때문이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지로 나뉜다.

기능이 단순 통화에서 점점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복합기기로 진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성통

2.2 Forward Channel

화이기 때문이다.

Forward Channel은 기지국(Base station)에서 이동국(Mobile

All IP 환경하에서, CDMA Network이 음성통화의 품질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IP Packet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Station)로 전송되는 Channel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Channel들
로 구성된다.

부족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현재는 Voice Channel과 Data
Channel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Packet망에서는 Data

z Pilot Channel(1개) : 기지국마다 1개존재, 계속해서전파발

Packet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Voice

사. W0사용. 이동전화기가전화를켜는순간 Pilot Channel

Channel의 축소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DiffServ를 이용

z Sync Channel(1개) : W32 1개로고정. 계속 기지국에서 발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성 패킷들을 DiffServ Network

사.

으로 구성된 Infrastructure를 거치게 함으로써, 다른 데이터 패

Paging channel의 데이터속도 등을 전송받음

기지국내의

긴코드동기정보,

현재의

시스템시각,

킷보다 더 높은 수준의 QoS를 보장 받게 하는 것이다. 시뮬레

z Paging Channel(7개) : 기지국으로부터 항상 발사. 한 주파

이션을 통해 그 효용성을 검토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의 가정들

수내에서 최대 7개까지 사용가능. 통화를 최종 확정전달

로 인해서 실제 환경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하는 역할. 시스템의 오버헤드 메시지, 호출 메시지, 특

효용성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정 이동국 제어를 위한 명령메시지, 통화채널의 할당을

2. CDMA Network Channel

위한 채널할당 메시지 등 포함
z Traffic Channel (55개): 송수신데이터가 오고가는 채널

Utilization Model

2.3 Reverse Channel

3.2 With Diffserv

Reverse Channel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Bandwidth를 Voice, Data로 나누지 않고 사용한다. 물론

사용하는 Channel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된다.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Bandwidth는 동일하다. 다만

z Access Channel : 이동단말기가 기지국과 통화를 시도할

Traffic 발생량은 8:2(Voice:Data)로 유지한다. Diffserv의 Service

때 사용하는 채널. 통화시도를 위한 발신, 응답, 명령,

Level은 4개(DS Code : 10, 11, 20, 21)로 하였다. Overloaded

등록에 관한 정보 송수신. 4.8Kbps로 전송속도 고정

Traffic을 가정하였다. Normal Operation상황은 두 개의 모델이

z Traffic Channel : 실제 데이터가 오고가는 채널

다 적절한 Quality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모델은 실제 CDMA Network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3. Simulation Model
시뮬레이션의 편이를 위해서 모델은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다음의 그림1에서 보듯이 Base Station은 Edge Router가 되며,

없다.

Link

Latency나

CDMA의

Channel은

정확하게

Modelling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괄적인 비교를
위한 모델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Wired CDMA Network부분은 Core Router로 모델링 하였다.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경우, Router들
이 단순한 RED 큐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는 동일한 모델을 사
용하였다. Wired Router간에는 10mbps의 대역폭과 5ms의 link
latency를 사용하였고, 기지국과 이동국간에는 2mbps의 대역폭
과 5ms의 link latency를 가정하였다. Packet Size는 Voice의 경

4. Evaluation of Simulation
4.1 Packet Drop Ratio
먼저 비교한 대상은 Packet Drop Ratio이다. Voice Packet의
Quality는 Packet Drop Ratio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

우 50 byte로 데이터의 경우는 1000byte로 단순화하였다.
Total Packets

Dropped Packets

Drop Ratio

79989

20321

28.9 %

표 1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Packet Dro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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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본는

바와

같이

Diffserv를

사용하지

않고,

Overloaded Traffic를 가했을 경우 28.9%의 Packet Drop Ratio를
보였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Diffserv를 사용한 경우에는 Service

그림 1 Simulation Topology with Diffserv

Level에 따라 Packet Drop Ratio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Total
Drop Ratio는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9.5 %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Edge Router에서의 병목현상 때문이라 판단된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는 ns-2를 사용하였으며, ns-2에서 제

다.

공하는 Differentiated Services모듈과 Mobile Network 모듈을 활

CodePoint 11을 제외하면(10, 20, 21), Drop Ratio가 6.2% 정도

용하였다. DiffServ를 사용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

로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CodePoint 11을 제외한

하되 Packet Drop Ratio와 Jitter를

Traffic량은 전체의

주비교대상으로 삼았다.

62%로서 우리가 가정한 80%의 Voice

Packet 비율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Voice Packet에 적적한 수준

3.1 Model Without Diffserv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CDMA Network는 Circuit

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하면, 개선된 Voice
Quality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witching의 성격을 가지며, Voice Channel과 Data Channel을 분

CP

Total Packets

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 관심은 Voice Quality

All
10
11
20
21

79989
10008
29986
10008
29987

에 있기 때문에 Model도 Voice Quality의 비교에 주안점을 둔
다.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 Link Bandwidth를 8:2(Voice:Data)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하기로 한다.

Dropped Packets Drop Ratio
29951
121
24248
0
2983

37.4 %
1.2 %
80.8 %
0 %
9.9 %

표 2 Diffserv를 사용한 경우의 Packet Drop Ratio

의 대안으로 Diffserv가 고려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줄 수

4.2 Jitter
Jitter는 Voice 통화의 Quality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Circuit Switching Mode에서는 Jitter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All IP 환경하의 Packet망에서는 각 Packet의
routing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각 router의 상황에 따라 Jitter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Packet Jitter는 0.16ms였다.
Diffserv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체적으로는 Diffser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jitter가 크
지만, 역시 CP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CP

Jitter

All

0.19

10

0.05

11

0.22

20

0.02

21

0.09

표 3 Diffserv를 사용한 경우의 Jitter
Packet Drop Ratio에서 보았던과 마찬가지로 CodePoint 11의
경우에만 Jitter가 크고 나머지 3 경우에는 Jitter가 아주 작아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뮬레이션 환
경이 Hop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 결과만으로 충분한 결론
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5. Conclusion and Future Work
이동통신망은 필연적으로 All IP 환경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
로 전망되는데, 망사업자 입장에선 가장 우려하고 있는 Voice
Quality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Diffserv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ns-2 Simulator를 사용하여 Diffserv를 적용하지 않은 CDMA
Packet망과 Diffserv를 도입한 CDMA Packet망을 모델링하고 시
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Packet Drop Ratio와
Jitter를 비교하였는데, Diffserv를 도입할 경우, Service Level에
따라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체
Packet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Diffserv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
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장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아직 시뮬레이션 모델(Topology)의 단순
성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Wired Network(Diffserv
Network)의 topology를 실제 상황에 근접하게 확대하는 것과,
각종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을 실제 상황에 근접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All IP 환경에서의 CDMA 네트워크가
가입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Voice Quality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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