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biquitous Service에서의 QoE에 한 연구
                                           

이경
*
˚, 김화종

*

*강원 학교 IT 학

 Research for Quality of Experience in 
Ubiquitous Service

                                      
Lee Kyoung-Hyoun,  Kim, Hwa-J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leekh@kangwon.ac.kr, hjkim@kangwon.ac.kr

요 약

 최근 통신서비스는 유무선환경이 융․복합되어지고, 통신의 주체도 기존의 화, 휴 화, 

PC에서 센서를 이용한 사물통신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는 수년간 

논의되어온 유비쿼터스서비스(Ubiquitous Service, U-Service)로 발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선의 역폭이나 손실률, 지연율 등이 통신서비스의 품

질을 크게 좌우했지만, 통신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 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U-Service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통신환경을 가지고 있는 센서와 센

서를 한 센터 네트워크가 한 부분으로 포함되면서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Service에서의 품질에 한 기존의 연구와 통신서비스에서의 품질에 

한 연구를 분석하고, U-Service에서의 품질에 한 정의  품질 리방안에 해서 제안

한다. 

1. 서론

  최근 국내외 으로 정보통신기술  고속통신

망이 속도로 발 하고 기존의 다양한 음성, 상 

 데이터 정보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한 유무선이 통합되고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통신 

 방송서비스가 통합되어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USN 등을 

통해서 사물통신 역도 포함된 U-Service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발 과 함께 서비스

에 한 품질의 만족도의 측정은 요한 문제로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 (NIPA-2010-(C1090-1011-0013))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체감품질을 측정하고 

리하는 분야에 해서는 각각의 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자하는 노력

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U-Service의 정의  특징을 살펴

보고, U-Service에서의 이용자 체감품질을 정의하

고 이용자 체감품질을 리하기 한 방안을 제안

한다. 

2. U-Service의 정의  특징

 U-Service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네트워킹을 통해서라

도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

-177-



도록 하려는 유비쿼터스 컴퓨  철학이 상당한 정

도로 반 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유비쿼터스 

서비스(Ubiquitous Service, 이하 U-Service) 라고 

칭하고, 통 인 정보 기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이다.  [1] 

  유비쿼터스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

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

유롭게 네트워크에 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

다. 그리고 U-Service는 유비쿼터스 컴퓨 을 기

반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

으로써 U-Service에 한 특징을 정의할 수 있다. 

 

논문[2]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외부환경변화 감지 -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

템의 환경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능 으로 제

공하기 해서 사용자의 상황(시간, 날씨, 온도, 

명암, 장치, ID, 장소 등)에 따라 각 개인의 서

비스가 변하고 달라야 한다. 

② 사람과 컴퓨터 -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는 다름 아닌 인간 친화 인 인터

페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③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컴퓨터 - 유비쿼터스 컴

퓨  시스템은 가상공간이 아닌 실세계 어디

서나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④ 아주 작은 컴퓨터(Invisibility) - 유비쿼터스 컴

퓨 시스템은 낮은 력에도 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한 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

가 작다.

⑤ 유비쿼터스 근 -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

은 다른 시스템에 한 근과 그 시스템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운 된다. 

⑥ 시스템들 간의 조화 -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

템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운 성이다.

⑦ 다 다 속 - 여러 명의 사용자가 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 공유나 혹은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처

럼, 이 듯 여러 명의 사용자가 속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의 환경

이다.

⑧ 보안과 라이버시 -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

템은 개인화된 시스템이다. 이 게 개인화된 시

스템은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내장되어, 그 어

떤 시스템 보다 보안성이 더 강조되는 시스템

라이버시에 한 보안성이 요시 된다

 표1은 기존에 연구된 유비쿼터스 컴퓨 의 개념

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3]

학 자   

연구단체
정 의

Ken Sakamura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고, 네트워

크에 속시켜 사물 간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

하다는 TRON 로젝트를 통해 개념 제

시

Mark Weiser
어디에서나 컴퓨 에 액세스가 가능한 

환경

Friedemann 

Mattern

모든 사물이 Smart화 되고, 상호 연결되

는 환경

IBM

마이크로 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 장치

를 이용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개인  

기업의 정보를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처

리한다는 퍼베이시  컴퓨 (Pervasive 

Computing)의 개념

임춘성 & e-Biz 

lab

모든 물리공간과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식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구나 물리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의 의사소통, 정보교환,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표 1) 유비쿼터스 컴퓨 의 개념비교

 표1에서처럼 유비쿼터스컴퓨 의 개념은 연구자

에 따라서 유사하면서도 에 따라서 다르게 정

의하고 있다. 이 에서 유비쿼터스 컴퓨 의 기능

인 목 을 정리하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가변

인상황(context)에 따라 지능 이고 자율 인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치, 사용 가능한 기기 등과 같은 

상황이동 으로 변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

자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감

지하고 처리하는 등의 자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효율 으로 기술하고 모델링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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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2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5  계층을 정

리해서 보여 다.[3]

서비 스 설명

u - 커 뮤 니

이션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신서비스 수 의 단

순한 정보 송이나 정보를 수신,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

u - 정 보 제 공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원

하는 정보를 검색, 추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u - 상 황 고 지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이미 지시된 바에 따라 상황

을 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u - 행 제 안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를 추측하여 상황에 필요한 행

정보를 제안하는 서비스

u-지능형 서

비스

상황을 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행

를 스스로 수행하여 주는 서비스

표 2)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5가지 역

 표2에서는 U-서비스의 기능을 커뮤니 이션, 정

보제공, 상황고지, 행 제안, 지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지만, 체 인 범주에서 의 5

가지 역 안에 포함된다. 

3. 이용자체감품질 연구동향

 이용자에 한 체감 품질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한 품질과 일반 인 서비스 역

에서의 서비스 품질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다. 

 U-Service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지

만, 네트워크이외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의 품질과 일

반 인 서비스 역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모두 확

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역에서

의 이용자 체감품질에 해서 정의하면 표 으

로 ATIS와 ITU-T에서의 정의한 QoE에 해서 

살펴볼 수 있다. 

 ATIS에서는 QoE를 서비스에 해서 이용자의 

기 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에 한 지표로 정의

하고 이용자의 에서 서비스의 성능을 평가하

고 있다. 를 들어서 IPTV의 QoE는  IPTV의 가

입자로부터 경험되는 IPTV의 품질은 채 이동에 

따른 응답시간과 상품질과 함께 상업 인 요소

인 가격, 콘텐츠, 기타 환경 등에 향을 받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ITU-T에서는 QoE를 사용자가 느끼는 장치, 시

스템, 서비스 는 응용 로그램  는 이 항목들

의 조합의 성능으로 정의하고, QoE는 네트워크 서

비스가 사용자의 기 와 요구에 얼마나 만족시키

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QoE는 종단간의 성능으

로 측정된 사용자 의 서비스 수 으로 정의하

면서  ITU-T에서는  QoE의 역을 표5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5에서는 QoE 역을 유효성, 능률, 유용성, 기

치, 환경의 요소로 구분하고 각 역별로 QoE에 

한 정의한다. 

구분 QoE의 정 의

유효성

(Quality of Effectiveness)

응용서비스, 네트워크, 장치가 원

래의 기능을 제공여부

능률 

(Quality of Efficiency)

사용자가 응용서비스나 장치를 효

율 으로 사용여부

유용성, 편리함 

(Usability)

사용자의 서비스이용에 한 편이

성

기 치 (Expectations) QoE는 사용자의 기 치

환경 (Context)
서비스 환경의 차이에 따른 만족

도

표 3) ITU-T의 QoE 역 

 표4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 체감품질을 

본원  QoE, 부가  QoE, 지원  QoE로 구분해서 

정의하 다. 

구분 품 질  정 의

본원  

QoE

-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한 요소

- 통신망요소(Server, Node, Router) 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 QoS, NP(Network Parameter)등 하 단계로의 개

상

- 화질, 음질, Transport Factor, User Interface(통신

망 련부분) 등 

부가  

QoE

- 서비스의 가치향상  편의성 제고를 한 품질요소

- 통신망 요소(Server, Node, Router)와는 무 한 부분

- Content, User Interface(통신망 비 련부분) 등 포

지원  

QoE 
-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품질요소

표 4) 이용자체감품질 유형 정의

 표4에서 정의한 이용자 체감 품질 역은 서비스

에 한 기본 인 특성에 따른 품질 역인 본원  

QoE와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환경을 고려한 부

가  QoE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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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인 지원  QoE로 구성한다. 

표5는 논문[4]에서 서비스 역별로 정의된 이용자 

체감 품질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기 존 품 질 모 델 상 특 징

ISO/IEC 9126 소 트웨어제품

S/W 제품의 품질평가항

목  매트릭에 한 표

MOOD
객 체 지 향 소 트

웨어

객체지향패러다임에 따라 

S/W를 개발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평가하

기 한 모델

SOL 시스템 

설계 품질 모델

서비 스 지 향 시 스

템

ISO와 MOOD 모델을 

SOL시스템에 합하도록 

특화한 모델

UCQM
유 비 쿼 터 스 컴 퓨

 시스템

S/W의 품질 모델을 유비

쿼터스 시스템에 맞게 특

화한 모델

Web Service 

QoS
웹서비스

웹 서비스의 실행 시의 

성능평가를 한 모델

Ontology 평가

모델
온톨로지

도 메 인 ( d o m a i n , 

declarative) 온톨로지를 

평가하기 한 모델

표 5) 서비스품질모델 비교

 표5에서 정의된 서비스별 이용자 체감품질에 

한 정의를 보면, 서비스별로 서비스의 목 에 따라

서 각기 다른 정의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인 서비스에 한 품질요소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합성 : U-Service에서 각기 다른 역의 서

비스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되고, 

이를 종합 으로 체험하는 이용자의 체감품질

요소가 반  돼야 한다. 

② 체성 : U-Service를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

는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환경에 따라서 서비스

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는 체되어 서비스된다. 

③ 독립성 : U-Service는 이용자에 해서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된다. 

④ 계층 구조 : U-Service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징  제공방법에 따라서 계층화되

어 제공된다. 

⑤ 재사용성 : U-Service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서

비스의 제공에 따라서 재사용된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이용자 체감품질과 서비

스 역에서의 이용자 체감품질에 한 특징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metric Model의 필요

- 기존의 metric은 네트워크 라미터를 측정하고, 

리한 것으로 이용자의 참여가 반 되지 않음

- 네트워크 라미터이외에 시스템, 이용자환경, 

콘텐츠 등의 요소 등이 반 된 metric model 필

요함

- 실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용 가능한 

metric model이 필요함

- 서비스의 발 에 따른 metric요소들을 수용 가능

한 metric model 필요함

② QoE metric 리 시스템의 필요

- QoE의 metric의 측정․ 리․이용을 한 리 

시스템이 필요

- 실시간 품질 리 시스템의 필요

③ Multi-Agent의 모델

- QoE metric 측정을 한 네트워크의 세분화가 

필요

- 측정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metric 측정 에이 트

가 필요

- 에이 트의 리를 한 리 시스템의 필요

4 .  U-Service에서의 이용자체감품질

 U-Service에서의 이용자 체감품질을 정의하기 

한 기본 인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용 인 QoE model 필요 

- 실제 서비스에 유용한 실용 인 QoE model이 

필요함. 즉,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서비스 개선

에 활용

-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품질 하에 해서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음으로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

- 서비스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소비자 모두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함

② 이용자의 실질  체감품질 측정

- 네트워크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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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좌우하는 가장 큰 품

질지표이지만, 네트워크의 품질이 향상되고, 네

트워크에서의 품질 하가 기술 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이외의 품질지

표가 실제 네트워크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함

- 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품질 기 은 실제 이용자

가 체감하는 품질 요소를 측정하고 품질 기 을 

정하는 것이 필요

-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용자의 주 인 만족도를 지표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에 한 이용자의 평가를 가

 단순한 방법 ( : Bad , Not Bad) 으로 설

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에 한 품질 평가를 측

정하는 것이 필요

- 측정된 이용자의 만족도를 네트워크 라미터, 

시스템 라미터(CPU, memory), 사용자 환경 

인자(User parameter, UT 등)등의 객 인 지

표와 연 하여 주 인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

석하고, 측하는 시스템이 필요

③ 이용자 체감품질의 실시간 측정

- 최근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은 유선환경에서 

무선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네트워크의 성능에서 

네트워크의 이동성이 요

- 이용자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의 성능은 이용자의 

이동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품질은 변화함

-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반 하는 것이 필요 즉, 서비스의 시간정보가 정

확하지 않으면 만족도에 한 실질 인 평가가 

어려움

④ 진화하는 모델

- 네트워크의 성능향상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되면서 네트워크서비스는 지속 으로 발

- 네트워크 환경과 네트워크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QoE 범 와 기 치는 계속 진화

- 진화하는 QoE 요구에 응하는 QoE metrics 정

의, 측정, 활용, 리 모델이 필요 

- 실제로 QoE 라미터는 Time to find, time to 

download, quality of contents, type of 

contents, user behavior(gesture), user-service 

interaction 등으로 다양해짐

 표6에서는 U-서비스에서의 품질을 정보품질과 시

스템 품질로 구성한 이다. 

 정보품질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정보에 한 주

, 객  품질을 요소를 정의하고 시스템 품질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의 객 인 품질을 정

의한다. 

사 용 품 질 하 부 요인 들 정 의

정보품질

정보 련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제공된 정보

가 얼마나 합하고 련성이 있는지

에 한 정도

정보즉시성
제공된 정보의 지속 인 업데이트와 

재성에 한 정도

정 보 이 해 가

능성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사용자들이 이

해하기 쉬운지에 한 정도

정보신뢰성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일 성 있게 정

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에 한 정도

정보범
제공된 정보가 주제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 인가에 한 정도

정보유용성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

한지에 한  정도

시스템

품질

시 스 템 속

성

시스템의 속속도나 속 가능성에 

한 정도

사용편의성
시스템의 화면이나 사용방법이 일 성

이 있고, 사용하기 편 한정도

항해성

메뉴에 한 링크가 하고 링크에 

한 설명이 잘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클릭 수를 제공하는지에 한 정도

시 스 템 신 뢰

성

시스템 오류발생시 오류를 회복하거나 

오류를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정도와 

오류가 얼마나 게 발생하 는지에 

한 정도

시스템 상

호 작용성

사용자와 시스템과의 피드백이 얼마나 

많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한 정도

표 6) U-서비스의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

5 . U-Service에서의 Q o E 리방안

U-Service에서의 QoE의 리를 해서는 기본

으로 다음의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 

- 품질장애에 한 원인 구간을 악하여 특정 구

간의 품질만 보장함으로써 비용을 감함

- 주 이면서 지속 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만족

도의 측정을 통한 이용자의 직 인 참여와 보

편화된 QoE 측정 모델 필요

- 객 인 지표와 주 인 지표의 연동을 통한 

측과 검증의 순환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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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ice에서의 QoE 리를 한 기본 인 방향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Application aware QoE (응용서비스에 따른 

QoE 용) 지원

- 기존의 네트워크 라미터 심의 품질측정은 

응용서비스의 특성과 사용자의 단말의 상태가 

심이 되어서 QoE를 측정해야 함

② Multi-Agent Model

- 네트워크 라미터 이외의 다양한 QoE metric을 

측정하기 해서는 metric의 종류별로, 치별로 

다양한 에이 트를 사용

③ QoE 에이 트의 리

- 다양한 유형의 에이 트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신뢰하기 해서는 QoE 에이 트 확산  리 

방안이 필요함

④ 사용자 참여의 실시간 평가

-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QoE에 해서 

QoE 평가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평가가 가능해

야함

⑤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이용자의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n-Service 피드

백 (In-Service Feedback) 방식으로 이용자의 품

질을 측정

다음은 In-Service 피드백 방식의　QoE 리 방안

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In-Service Simple Feedback Architecture

 그림1에서 설명하는 In-Service Simple 

Feedback Framework( 이하 QoE 임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에 해서 이용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서비스에 

한 평가를 함

 이용자가 평가한 데이터는 기존의 수집․분석된 

QoE metric pool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 실질 으로 체감하는 QoE를 측함

 QoE 임워크 내의 QoE metric pool에서는 

서비스 제공  숙련된 문가에 의해서 측정된 

QoE metric 기  값과 분석 값이  장됨 

6 . 결론

본 논문에서는 U-Service에 한 이용자 체감품질

을 정의하기 해서 U-Service의 정의와 

U-Service의 품질에 한 기존의 연구 방향을 조

사하고, U-Service의 이용자체감품질과 이용자체

감품질의 리 방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In-Service 피드백방식의 QoE 리 방안을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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