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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기술의 속 인 발달  방송의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  발 에 의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빠르게 

개 되고 있다. 더욱 역화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TV의 방송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가 방송통신 융합의 표 인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IPTV의 서비스 구성에 하여 알아보고 고품질 서비스를 한  주요기술 이슈에 해 알아보고 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ABSTRACT

The un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developing by the rapid advance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IPTV appears as a standard service of the un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

nication because it uses more extended broadband which enables people to watch TVs and uses various communicatio

n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refore, I would like to study the structure of IPTV services, some technical issues for 

high-quality services and propose solutions.

키워드 

IPTV. Convergence, Multicasting, Middleware,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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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PTV 서비스는 “ 역 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

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 비  수

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상·음성·음향  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 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IPTV 서비스가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환경, 방송통신융합에 의한 서비스 진화, 방송통신융

합 정책 등의 내외 환경 변화에 응하면서 향후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이루기 해서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  요기술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Convergence의 정의

2-1.산업의 Convergence 

Convergence는 기술과 경  환경이 변화하면서 융

합화, 복합화를 통하여 Ubiquitous 환경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산업, 시장, 서비스가 창출되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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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vergence의 진
Fig. 1 Convergence developments

이종 산업간 Convergence의 진 은 사업자에게 신

규서비스 개발  사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

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하는 환경에 맞는 경쟁우

 확보를 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2. Convergence의 향

가. IT 산업구조 변화

컨버 스의 진행에 따라 독립  수직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 기존 음성( 화), 비디오(TV), 데이터(PC) 련 산

업은 각각 독자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등을 보유한다.

- 미래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서비스, 

NGN,통합 단말 등의 수평  구조로 변화되고 있

다.

나. 신규시장 창출

방송, 오디오, 통신 기술의 통합으로 기존에 존재하

지 않던 새로운 제품과 시장 출 으로 휴 용 AV기

기, 이동형 D-TV, Wireless PDA 등 PDA형 제품과 

D-TV가 컨버 스 시장을 선도할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 IT 산업과 타 산업 간의 결합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IT산업과 이종 산업 간

의 통합 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면, 건설 + 

IT 의 결합으로 스마트홈,  자동차 + IT의 결합은 텔

매틱스, 유통 + IT 결합인 E-커머스, M-커머스, 

T-커머스 등이 출 하고 있으며, 융 + IT 결합으로 

인터넷 뱅킹, M-뱅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Ⅲ. IPTV 서비스

3-1. 출 배경

통신 사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한 노력으로 

IPTV 서비스 출 하게 되었으며, 구체 인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랫폼과 네트웤 기술 발 .

 - H.264 코덱 기술로 송 역의 감소  가입자 망

의 부담 감소

 - 랜, Multicasting, QoS 보장하는 네크워크 진화

둘째, 컨텐츠 수  여건의 개선

 - 국내 화시장 활성화, 양질의 드라마 제작등 양질

의 상 콘텐츠가 풍부

 - PP들이 역 네트워크를 컨텐츠 사업의 도구로 

인식 

셋째, 새로운 시장 확보

  - 유선 화  매출 감소  인터넷 ARPU 하락

  - 통신/방송 융합 시장의 TPS 상품 경쟁력 확보 

요구

넷째, 셋탑 단말기의 기술 변화

  - H.264 디코딩 기술의 발 으로 칩셋의 가격 하락

으로 인한 셋탑 가격의 하락

  - DTV 가격  고품질의 TV의 보  확

3-2. TV의 변화

기존 TV 1.0 서비스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

간에 리모콘으로 채  변경만 하면 되는 소극 이고 

수동 인 시청형태이나 TV 2.0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 으로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

할 수 있는 양방향,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이다.

표 1. TV의 변화
Table 1 Change of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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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V 1.0 TV 2.0

신호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형태 일방향 양방향

시청형태 수동 능동

방송권역 국내(지역) 지역경계 사라짐

단말기 TV TV,PC,PMP 등

고형태 매스 마 타겟 마

시청장소 집안 제한 없음

구     분 특           징

양방향 IPTV 용 로그램, HD  상

선택형 상
RVOD, NVOD(PPV), FOD, SVOD, 멀

티앵  등

생활정보
날씨, 뉴스, 교통정보, 지역정보, T정부, 

맞춤 고

증권/쇼핑 증권,쇼핑,뱅킹,경매,장터,주문배달

학습
아, 등, 고등, 어학, 자기계발, 평

생교육등

구    분  특        징

교육.오락

뉴스,생활정보,원격교육,노래방, DDR, 

온라인게임 등 TV 기반의 가정정보화 서

비스 형

인터넷 융
홈뱅킹,홈트 이딩,인터넷 보험등 융 

거래 서비스

자상거래
홈쇼핑, 인터넷경매 등 인터넷 자상

거래 서비스

지역정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특화 지

역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사이버아 트, 아 트건설업체와의 

력, 아 트내 인터넷 TV 단말기 보 을 

통한 최첨단 정보 통신 아 트 보 사업

TV 2.0의 장 과 고속인터넷의 장 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모델 출 이 IPTV이다. 

그림 2. TV의 변화
Fig. 2 Change of TV

3-3. IPTV의 특징  서비스

IPTV 서비스는 크게 VOD, 실시간 방송  양방데

이터 서비스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무한한 채 수용능력

- 개인화/맞춤형 미디어서비스

- 우수한 송방식

 ->선택채  트래픽을 선별하여 송

- 유연한 미디어 확장성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가능

  ->Business to Business[B2B]

  ->Business to Consumer[B2C]

-Walled Garden 서비스

그림 3. IPTV 서비스의 종류
Fig. 3 Type of IPTV services

ITTV 서비스는 1.0시 를 지나 2.0 서비스로 발

되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IPTV 1.0
Table 2 Version 1.0 of IPTV

표 3. IPTV 2.0
Table 3 Version 2.0 of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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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SMS, 메신 , 메일, 채 채 , 상 화, 

상회의

엔터테인먼트
블로그, 사진, 게임, 3D 상/게임,노래

방, 모바일 연계 등

Ⅳ. IPTV 기술

4-1. 표 화 동향

국제 IPTV 표 은 국제 기통신 연합(ITU)의 

통신 부문(ITU-R), 기통신개발 부문 (ITU-D)  

기통신 표 화 부문(ITU-T)의 산하 로벌 표  

그룹 IPTV GSI에서 추진 이다

그림 4. 표 화 동향
Fig. 4 Trend of Standardization

*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 디지털방송에 

한 표 을 정하기 해 세계 35개국, 300개 이

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주도의 표 화단체

**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 미국표 회(ANSI)로 인증받은 통

신사업자간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표   운용표

 개발하고 홍보하는 단체

4-2. 기술 이슈  안

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사항은 네트웍 용량/품질확

보, 최 의 방송 랫폼 구축, 가의 셋톱박스 확보

라고 할 수 있다

가. 네트웍

 실시간 방송의 안정 인 달을 한 멀티캐스트 

기능 용, 방송품질 QOS 확보를 한 PQ(Priority 

Queing), WFQ(Weighted Fair Queing)  WRRghted 

Round Robin)의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한 안정

성, 경제성을 고려한 네트웍 구성 방안으로 재의 링 

구조에서 가입자 용량 증 를 한 메쉬(Mesh) 구조

로 망 구성을 하여야 한다.

나. 헤드엔드/ 랫폼

최 의 압축기술과 호환성이 확보된 H.264 / 

WMT9( SD  2Mbps, HD  6Mbps)이 요구되며, 보

안솔루션으로 콘텐츠에 한 암호화  권한제어를 

한 DRM / CAS 방식이 도입 요 디어야 한다. 

한 데이터방송 미들웨어를 해 서비스의 유연성  

확장성 지원을 한 ACAP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다. 셋톱박스

다양한 서비스 탑재가 단순한 H/W 와 S/W 변경

만으로 Upgrade 가능한 융통성 있는 구조로  가의 

셋톱박스 개발 필요하며 H.264와 같은 고압축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셋톱박스는 가정내 멀티미디어 서비

스  홈네트워킹 등 기능이 집약된 홈미디어 게이트

웨이로 발 될 것으로 보인다.

4-3. 압축 기술

IPTV는 N/W 부하를 최소화하기 해 지상  등 

기존 방송방식의 기술표 인 MPEG2보다 2배 이상 

압축 효율 우수한 최신 압축기술(H.264)을 이용한다.

그림 5. 압축 기술
Fig.5 Compressiv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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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ATV vs. IPTV

IPTV와 Cable TV는 TPS( 고속인터넷+VoIP+방

송)제공에서 거의 동일하다. 두 방식의 요한 차이

은 방송채 이 변경되는 지 이다. CATV는 모든 채

이 셋탑까지 달 되고 셋탑에서 채  변경된다. 반

면에 IPTV는 IP 망(집선장비)에서 채  변경된다.

4-5. 사용자 체감품질

IPTV는 기술 인 QoS와 함께 사용자가 느끼는 체

감품질(Quality of Experience)이 요하다.

가. 화질

 유실되는 데이터의 치에 따라 화면에 미치는 

향이 다르므로 SD (3Mbps), HD (8Mbps  ) 에 

정한 상 압축율의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 환시간

네트워크 송지연, 방송채 을 가입자 인근까지 

모두 송하여 최소화  셋탑의 압축 복원 시간 지

연을 여 사용자가 채 환 시간을 느끼지 못할 정

도의 시간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다. 서비스 환시간

셋탑의 하드웨어 성능  응응 소 트웨어의 최

화 구 으로 셋탑 내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서비스 

환시간 단축하여야 한다.

4-6. Middleware

데이터 방송표 은 ACAP(지상 ), OCAP( 이블), 

MHP( 성)이 있으며, 기술 으로 ACAP, OCAP, 

MHP는 거의 유사하다. GEM은 모든 데이터방송 표

의 교집합이므로 GEM 기반으로 개발된 

Application은 모든 표 에서 동작 가능하다.

그림 6. Middleware-1
Fig. 6 Middleware-1

V. IPTV 시장동향

5-1. 해외사업자 황

랑스 사업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차

별화 략을 앞세워 지역별로 선두업체가 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표 3. 해외사업자 황
Table 3 Overseas business owner present condition

5-2. 해외사업자 시사

해외 IPTV 사업자의 사례를 볼 때,  기존 방송과

의 유사성 확보, 품질/서비스의 차별화된 가치, 시장진

입을 한 가격 경쟁력, 합리  소비 유도 등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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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IPTV의 구성요소  주요기술에 

한 연구를 통해 이른바 차세  IPTV라고 하는, 유

무선 통합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단말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송 서비스  콘텐츠를 최  품질로 사용하

는 개방형 IPTV의 단계로 발 해 나가고 있다. 즉,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의 웹 2.0을 모두 포함하

는 방향으로 발 할 것이다.

 차세  IPTV는 유선과 무선의 통합에 의한 TV 

서비스의 다양한 결합과 개방형 서비스 기술을 이용

한 진보된 형태의 융합형 IPTV 서비스를 추구할 것

이며, 서비스 지향형  상황인지형 서비스, 개인 맞

춤형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 편리하고 진보된 

UI(User Interface) 환경 제공, 개인 IPTV 서비스  

P2P 서비스 등의 실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PTV는 기존의 TV에 인터넷 용선과 셋탑박스만 

연결하면 리모콘만으로 다양한 콘텐츠  부가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어려운 PC에 익숙하지 않

은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역으로의 근이 가능하여 

보다 활성화된 시장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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