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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과 같은 단일 채널 전송용량을 초과하는 새로운 대용량 방송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

한 대용량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주로 통신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던 채널 결합 기술들을 적용한 솔루션들이 검토되고 있

다. HFC(Hybrid Fiber Coaxial) 망에서는 양방향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DOCSIS 3.0(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3.0) 규격이 상/하향 채널 결합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하향 채널을 이용한 단방향 전송 특성을 갖는 방

송서비스에 이러한 채널 결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DOCSIS 3.0 규격과는 다른 전송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을 위해

다수의 전송 채널을 점유하는 대용량 방송 콘텐츠의 특성 상 기존과 같은 CBR(Constant Bit Rate) 전송보다는 전송 대역 효율 측면에서 유

리한 VBR(Variable Bit Rate) 전송에 관한 연구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송 지연 및 지터에 민감한 방송서비스의 특성 상 채

널 결합을 위한 채널 할당 및 전송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FC 망에서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콘텐츠

와 같은 대용량 방송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 채널 결합 기반의 VBR 방송콘텐츠 전송 방식을 제안하고, OPNET 기반의 전송 시뮬레이터

를 개발하여 제안한 전송 방식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HFC 망에서 대용량 방송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전송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전송 성능을 평가한다.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HFC 망에서 효율적으로 대용량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VBR 콘텐츠 전송 및 채널 결합 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송 시나리오 별 전송 성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시

뮬레이터는 향후 효율적인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Massive broadcasting contents such as UHD(Ultra High Definition) TV which requires multi-channel capacity for transmission 
has been introduced in recent years. A transmission scheme with channel bonding has been considered for transmission of massive 
broadcasting contents. In HFC(Hybrid Fiber Coaxial) networks, DOCSIS 3.0(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3.0) 
has already applied channel bonding schemes for up/downstream of data service. A method unlike DOCSIS 3.0 is required to 
introduce a channel bonding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 having unidirectional transmission with a downstream. Since a 
massive broadcasting content requires several channels for transmission, VBR(Variable Bit Rate) transmission has been emerging 
for the bandwidth efficiency. In addition, research on channel allocation and resource scheduling is required to guarantee 
QoS(Quality of Service) for the broadcasting service based on VBR.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nsmission method for mass 
broadcasting service in HFC network and show the UHD transmission simulator develop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we  define various scenarios. Using the simulator, we assess the possibility of channel bonding and 
VBR transmission for UHD broadcasting system to provide mass broadcasting service efficiently. The developed simulato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transmission system development of mass broadca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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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HD(High Definition) 방송이 보편

화되었다. HD 방송은 1024x720, 1280x720 등의 화면 해상

도를 갖는 HD 방송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1980x1020의 화면 해상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60인치 이

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화질 열화가 발생된다
[1]. 

이와 같은 화질 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디스플레

이 장치에서의 방송을 위한 차세대 방송콘텐츠로서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과 같은 대용량 방송서비

스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1]. 대용량 방송서비

스는 기존의 HD 화질(1280x720픽셀) 대비 4배(4K 
UHD:3840x2160픽셀)에서 16배(8K UHD:7680x4320픽
셀)이상의 높은 해상도 방송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하며,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방송 기술은 콘텐츠 획득 기술, 
부호화 기술, 전송 기술, 디스플레이 및 STB(Set-Top Box) 
기술 분야로 분류 된다

[2].
현재의 국내 방송시스템에서 전체 가구 수의 약 80%를

점유하는 케이블 TV 방송에서HFC(Hybrid Fiber Coaxial) 
망에서의 전송 방식은 6MHz단위의 물리계층을 한 채널로

하며, 각 채널에서는 256QAM(Quadrature Amplitude Mo- 
dulation) 변조방식으로 최대 38.8Mbps의 전송속도로 MPEG- 
2 TS(Transport Stream)를 전송한다

[3]. 하지만, 대용량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의 케이블 TV 방송의 압축 방식인

MPEG-2 사용 시 기존 HD 방송콘텐츠 전송속도(19.4 
Mbps) 대비 약 16배의 전송속도인 310Mbps이상의 전송속

도가 요구된다. 향후 H.264 압축 방식을 사용 시에도 약

160Mbps 이상의 전송속도가 예상되므로 단일 채널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존의 방식은 대용량 방송콘텐츠

를 전송하는데 부적합하다
[4]. 이에 HFC 망에서 대용량 방

송콘텐츠 전송을 위한 새로운 전송 기술이 요구된다.
HFC 망에서 대용량 방송콘텐츠에 대한 전송 기술은 크

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물리 계층의

단일 채널 대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채널을 구성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단일 채널 대역만을 확장하여 기존

전송 방식으로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이 가능한 반면에, 
물리 계층의 채널을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표준 제정 및

법제 정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갖는다. 둘째

는 기존의 채널대역을 유지하면서 다수개의 채널을 단일의

논리적인 채널로 만드는 채널 결합(channel bonding)기법

을 통한 기술 개발이다. 이 방식은 기존 정책 및 표준을 사

용하기 때문에, 단일 채널 대역을 확장하는 방식보다 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HFC 망에서는 고속

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채널 결합 기법을 도입한

DOCSIS 3.0(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 
cation 3.0) 표준

[5] 규격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HFC 망에

서의 채널 결합 기법은 방송서비스를 위한 보완을 통한 적

용이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널 결합 기반

의 전송 기술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재, HFC 망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DOCSIS 3.0 

규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HFC 망에서 방송서비스와 데이

터 전송서비스는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DOCSIS 3.0 
규격을 방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전송에서는 처리율(throughput)이 중요한 성능평가

기준인 반면, 서비스 품질 보장(QoS)이 중요한 방송서비스

의 경우 지연, 지터, 패킷 손실률이 중요한 성능평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방송서비스 전송에서는 데이터 처리율을 높

이기 위한 전송 기술인 DOCSIS 3.0 규격과는 다른 전송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전송대역 사용을 위해 향

후 대용량 방송서비스에서의 VBR(Variable Bit Rate) 콘텐

츠 전송이 예상된다. VBR 콘텐츠 전송은 일정한 전송 속도

로 전송되는 CBR(Constant Bit Rate) 콘텐츠 전송과 달리

콘텐츠에 따라 전송 속도의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VBR 
콘텐츠 전송을 위해서 방송콘텐츠의 트래픽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FC 망에서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콘텐츠와 같은 대용량 방송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

채널 결합 기반의 전송 방식을 제안하고, OPNET 기반의

전송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제안한 전송 방식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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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시뮬레이터는 HFC 망에서 VBR 콘텐츠 전송과

채널 결합 기술의 필요성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

으며, 이를 통해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기술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HFC 망

에서 방송콘텐츠 전송 및 채널 결합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다. 3장에서는 HFC 망에서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채널

결합 기반의 VBR 콘텐츠 전송 방식을 제안하고,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레이터의 설계 구성 및 구조를 설명

한다. 4장에서는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레이터로부

터 제안한 전송 방식의 성능 평가 및 구현된 결과를 소개한

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대용량 방송서비스 전송 시스템 개발을 위

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HFC 망에서의 방송콘텐츠 전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

한다. 또한 HFC 망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채널 결합을

사용하는 DOCSIS 3.0에 대해서 설명한다. DOCSIS 3.0을
통해 HFC 망에서 채널 결합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효율 전송을 위해 필요한

VBR 콘텐츠 전송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 HFC 망에서의 방송콘텐츠 전송 방식

그림 1은 HFC 망에서 방송과 데이터망의 전송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방송과 데이터 망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으로 동일한 전송망을 사용하여 구성된다.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망은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를
통해서 광단국(ONU;Optical Network Unit)까지는 성형 구

조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뤄지고 광단국으로부터 개별

가구까지는 수지형 구조로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된

다. 반면 방송망의 경우 전송 매체는 헤드엔드로부터 광단

국까지는 성형 구조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광단

국으로부터 개별가구까지는 데이터 전송과 동일한 수지형

구조로 동축케이블로 전송된다
[6].

그림 1. 케이블 망 구조
Fig. 1. Structure of cable network

HFC 망에서 방송을 위한 국내표준으로는 케이블랩스

(CableLabs)에서 제정한 오픈케이블(OpenCable)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오픈케이블 규격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표

준 규격으로 헤드엔드 시스템 정합, 케이블 네트워크 정합

등 방송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

다[6]. 그림 2는 케이블랩스에서 제정한 방송과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HFC 망에서의 디지털 방송과 데이터 전송 구조
Fig. 2. Transmission stack of digital broadcasting and data in HFC net-
work

오픈 케이블 방식은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 전송을 위

해 6MHz단위의 물리계층을 한 채널로 하며, 각 채널은

MPEG-2 TS를 256QAM 변조하여 최대 38.8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3]. 현재 HFC 망에서는 하나의 HD 콘텐츠

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CBR 콘텐츠 전송 방식으로 약

19.4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여 단일 채널로 전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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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방송콘텐츠와는 달리 대용량의 방송콘텐츠를 갖

는 대용량 방송서비스는 전송을 위해 기존 HD 방송콘텐츠

전송률 대비 약 16배 이상의 전송률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HFC 망에서의 전송 방식으로는 단일 채널로 약 310Mbps
이상의 전송속도가 요구되는 대용량 방송콘텐츠를 전송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방송마다 대용량 콘텐츠

가 전송되기 때문에 전체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

제가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효율 전송 방식이 필요하

여 향후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기술로 채널 결합 및

VBR 콘텐츠 전송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7].

2. DOCSIS 3.0 채널 결합 기법

채널 결합 기법은 다수개의독립된 물리 계층을 MAC 계
층에서 결합하여 상/하향 최대 전송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

술을 말한다. HFC 망에서의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인

DOCSIS 3.0에서는 CMTS와 케이블 모뎀(Cable Modem)
간에 데이터 전송 속도를증가시키기 위해 채널 결합 기법

이 사용된다
[5].

DOCSIS 3.0 표준에서는 4개의 6MHz 채널을 결합하여

상/하향 대역폭을 각각 120Mbps, 160Mbps으로 확대한다. 
상/하향 스트림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상/하향 채널에

대한 제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DOCSIS 3.0 이전의

프로토콜은 단일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였지만

DOCSIS 3.0에서는 채널 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전송 방식과 다른 전송 방식이 요구

된다. 처리율이 중요한 성능 요소인 데이터 통신의 특성상

DOCSIS 3.0에서 하향 전송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반

면 다수의 서비스 요청자가 존재하여 이들 간의충돌문제

가 존재하는 상향은 채널 결합 방식, 채널 별 대역할당 방

법, 스케줄링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10].

이러한 DOCSIS 3.0 표준은 인터넷 트래픽과 같은 데이

터 통신을 위한 병렬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율이 중요

한 요소가 된다. 반면, 실시간 방송서비스에서는 지연과 지

터같은 QoS 파라미터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DOCSIS 
3.0 표준의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HFC 망에서의 데이터

통신은 IP와 DOCSIS 3.0 MAC을 사용하여 MPEG-2 TS로

그림 3. DOCSIS 3.0 채널 결합 개념도
Fig. 3. Channel bonding concept of DOCSIS 3.0

전송되지만, 방송서비스는 그림 2와 같이 IP와 DOCSIS 
MAC를 사용하지 않고 MPEG-2 TS로 전송한다. 이러한 전

송 방식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DOCSIS 3.0 표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
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전송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방송서비스의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채널 결합 기술을 이용한 다중 채널 결합 기반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방식을 제안한다.

3. VBR 전송 기술

SD(Standard Definition)TV와 HDTV의 경우 적은 전송

용량으로 인해 안정성을 위해서 CBR 형태로 방송을 전송

하였지만 대용량 방송콘텐츠의 경우 단일 채널 용량이상의

큰 전송용량으로 인해 고효율 전송 방식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채널 결합 기술뿐만이 아니라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얻기 위하여 CBR 형태가 아닌 VBR 형태의 전송 방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VBR 콘텐츠 전송의 경우 CBR 콘텐츠

전송에 비해 전송 시스템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

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VBR 콘텐츠 기반 대용량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기법 및 다양한 스케줄링 기술 개

발이 필요하다.

Ⅲ. 채널 결합 기반의 전송 방식 제안 및
시뮬레이터 개발

본 장에서는 HFC 망에서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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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구조
Fig. 4. Transmission structure of massive broadcasting contents

널 결합 기반의 VBR 콘텐츠 전송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전송 방식으로 설계된 시뮬레이터의 구성 및 구조

를 설명한다.

1.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채널 결합 기반 전송
방식 제안

본 장에서는 HFC 망에서 채널 결합 기반 대용량 VBR 
방송콘텐츠 전송 방식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다채널 결

합 지원을 위한 전송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간략

화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스트림 스플리터(Stream Splitt- 
er)는 헤드엔드 내에서 각 채널로 패킷이 분배되는 것을 간

략화한 부분이다. 다수의 방송콘텐츠들은 하나의 스트림형

태로 다중화 되어서 스트림 스플리터에 들어오며, 스트림

스플리터는 QoS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각 프로그램마다

채널을 할당하고, 한 채널에 대하여 프로그램간의 패킷 스

케줄링을 결정하고 매체제어를 수행하여 각 채널에 전달된

다. 그림 4에서 HFC 망은 헤드엔드에서 나온 스트림이

HFC 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의

스트림 디코더(Stream Decoder)는 셋탑 박스의 스트림 디

코더 역할을 간략화한 부분으로 채널 결합을 통해서 전송

된 패킷들의 재정렬및 재조합 후 콘텐츠별 TS로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방송서비스를 위한 채널 결합 기

술과 VBR 전송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모든 채널을 결합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할당되는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TS 패킷의 스케줄링 방식으로 FCFS 
(First-Come First-Served)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DOCSIS 3.0 MAC에서는 채널 결합을 위한 헤더를 두어

각 패킷에 시퀀스넘버를붙여 패킷순서를파악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널 결합을 위한 추가적인 헤더를 사용하지

않고 MEPG-2 TS 패킷 헤더의 continuity counter를 활용하

여 다중 채널로부터 패킷을순서대로 재결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송 시뮬레이터 개발

대용량 방송서비스의 전송 시뮬레이터는 그림 5와 같이

크게 입력부, 시뮬레이션부, 출력부로 구성되며 GUI를 통

해서 제어 된다. 입력부는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시뮬레이

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시뮬레이션부는 그림

5와 같이 크게 4가지의 시뮬레이션파트로 구성되고 각파

트는 세부 시나리오를 갖는다. 시뮬레이션파트 I의 목적은

QoS 성능파라미터에 따른 방송콘텐츠 화질 열화 성능 평

가에 있으며, 시뮬레이션파트 Ⅱ는 방송콘텐츠 및영상 압

축방식에 따른 전송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파트Ⅲ는 CBR과 VBR 콘텐츠 전송에 따른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성능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파트 Ⅳ는

제안된 전송 시나리오에서 TS 패킷의 매체접속 과정을

OPNET 시뮬레이터에 의해 만들어진 추적 파일을 사용하

여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정해진 시나리오는 OPNET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결과가추적파일로 만들어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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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레이터의 UI
Fig. 6. UI of the massive broadcasting contents transmission simulator

베이스에 저장된다. 출력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받은

데이터 기반으로 하여 그래프,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림 6은 실제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5.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레이터의 구성도
Fig. 5. The composition of the massive broadcasting contents trans-
mission simulator

IV.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작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전송

방식을 평가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송 기술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대용량 방송서비스의 전송애니메이션을

수행하여 대용량 방송서비스의 전송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레이터의 파트 I의 목적은

QoS 성능 파라미터에 따른 손실률과 그 때의 방송콘텐츠

화질 열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방송콘텐츠 전송 중에

발생하는 지연, 지터 등의 QoS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패

킷 손실률을 제시하며, 방송콘텐츠의 화질 열화 정도를 방

송콘텐츠의 재생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시뮬레이

션의 결과로부터 대용량 방송콘텐츠 전송 과정 중에 발생

하는 지연과 지터에 따라서 실제 콘텐츠의 화질 열화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소스는 Full HD인 Sista의 Push Push 콘텐

츠로 사용하며, 이 콘텐츠의 최대 전송속도는 20.21Mbps, 
평균전송속도는 17.29Mbps이다. 채널 용량은 38.8Mbps이
고, 지연 한계와 지터 한계는 ITU-T Y.1541 표준을 따라

방송을 위한 네트워크 QoS 요구사항인 100ms, 50ms를 각

각 사용한다
[11].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각각의 한계를 넘는

경우 패킷 손실로 처리한다. 표 1은 사용된 Sista의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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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터가 10msec 일 때 Delay의 변화에 따른 패킷 손실률

    

(b) 지연이 60msec 일 때 Jitter의 변화에 따른 패킷 손실률

그림 7. 지연 및 지터에 따른 패킷 손실률
Fig. 7. Packet loss ratio for delay and jitter

(a) Delay: 60 msec
    Jitter: 10 msec

(b) Delay: 70 msec
    Jitter: 10 msec

(c) Delay: 80 msec
    Jitter: 10 msec

그림 8. 지연 변화에 따른 화질 열화 정도
Fig. 8. Image degradation for delay

Push 콘텐츠의 트래픽 특성을 보여준다.

Part I Simulation Characteristics
Source Full HD Sista <Push Push>

Source Peak rate 20.21 Mbps

Source Avg. rate 17.29 Mbps

Delay 60~150 ms

Jitter 10~100 ms

Delay Bound 100 ms

Jitter Bound 50 ms

Channel Capacity 38.8 Mbps

Simulation Duration 10 sec

표 1. 파트 I 시뮬레이션 특성
Table 1. Simulation characteristics of part I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그림 7,8과 같다. 그림 7은 프로그

램의 전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연, 지터의 변화에 따른 패

킷 손실률을 나타내며, 그림 8은 지연, 지터에 따라서 손실

된 콘텐츠 재생함으로써 패킷 손실 정도가 실제 콘텐츠의

질적으로미치는영향에 대하여 나타낸다. 그림 7(a)에서는

지터가 10msec일 때 지연이 80msec 이상에서 패킷 손실률

이 급격히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7(b)에서는 지

연이 60msec일 때 지터가증가할수록 패킷 손실률이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지터가 10msec일 때

지연의 증가에 따른 화질 열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림

8(b),(c)와 같이 지연이 70msec이상 일 경우 영상의 화질

열화가 심각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파트 Ⅱ는 영상 압축방식에 따른 방송콘텐츠 전송 시뮬

레이션을 목적으로 한다. 트래픽은 현재 비디오 응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압축방식인 MPEG-2와 H.264/AVC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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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Simulation Characteristics

Source Pareto On-Off 
Model

Gamma 
Distribution Model

Full HD
MissA <Bad Girl 

Good Girl>

4K UHD
MissA <Bad Girl 

Good Girl>

Source Peak rate 47Mbps 49 Mbps 43 Mbps 87 Mbps

Source Avg. rate 34Mbps 37 Mbps 34.56 Mbps 69.12 Mbps

Delay Bound 100 ms

Channel Capacity 38.8 Mbps

Simulation Duration 20 sec 10 sec

표 2. 파트 II 시뮬레이션 특성
Table 2. Simulation characteristics of part II

특성을 고려한 수학적 트래픽모델
[12][13]

을 적용한다. 수학적

트래픽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트래픽 특성에 따른 성능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송 방식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송 방식을 기반으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콘텐츠를

전송한다. 채널 그룹내 각 채널에 대하여 라운드 로빈방식

으로 채널버퍼에 패킷을 전송하며, 각버퍼에서는 FIFO 방
식으로 패킷을 채널로 전송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콘텐츠

의 개수와 결합되는 채널의 개수를 같은 비율로증가 시키면

서 종단 간 지연과 패킷 손실 양을 관찰한다. 이를 통하여

채널 결합으로 인한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보여준다. 표 2는
파트 Ⅱ에서 사용되는 소스의 트래픽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9(a), (b)는 MPEG-2의 수학적 트래픽 모델의 전송

시간에 따른 트래픽의 종단간 지연과 패킷 손실량을 나타

낸다. MPEG-2 모델은파레토온-오프모델을 사용하여 트

래픽을 구성하였고, 트래픽의 최대 전송속도는 47Mbps, 평
균전송속도는 34Mbps의 특성을 갖는다. 결합된 채널 개수

와 콘텐츠 개수를 1,2,3,4개로증가시킬수록통계적 다중화

에 따른 이득으로 지연 및 패킷 손실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4개의 결합된 채널과 4개의 콘텐츠를 전송할 경우에는 패

킷 손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 다중화가

만들어 내는 이득이 전송 대역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림 9(c), (d)는 H.264의 수학적 트래픽 모델의 전송 시간

에 따른 트래픽의종단간 지연 및 패킷 손실량을 나타내며, 
감마모델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구성하였다. 표 2에서의 감

마모델특성을 갖는 트래픽을 사용하였고, 파레도온-오프

모델과 같이 결합된 채널 수와 콘텐츠 수가증가할수록지

연 및 패킷 손실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e), (f)는 FHD 콘텐츠의 트래픽종단간 지연 및 패킷 손

실량을 나타내며, 그림 9(g), (h)는 UHD 콘텐츠의 트래픽

의 종단간 지연과 패킷 손실량을 보여준다. UHD의 경우

전송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 채널 이상이 결합된 순간

부터 측정하였다. 그림 9(g)로부터 최대 약 90ms 크기의 지

연을 갖는 것을 확인 알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9(h)로부

터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의
결과로부터 채널 결합의 수가 증가 할수록 콘텐츠의 지연

및 패킷 손실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통계적 다중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트Ⅲ의 기능은 CBR 콘텐츠와 VBR 콘텐츠 전송을 통

해서 VBR 콘텐츠의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VBR 콘텐츠의

최대 전송속도는 43Mbps이고, 평균 전송속도는 34.56 
Mbps하고, CBR 콘텐츠의 전송속도는 38.8Mbps이다. 채널

용량이 38.8Mbps 인 채널 9개를 결합하였을 때, VBR 콘텐

츠의 수를증가 시키면서 성능을 평가하여 전송 가능한 콘

텐츠의 수를 CBR의 콘텐츠 수와 비교한다. 그림 10 (a)는
VBR 및 CBR 콘텐츠 수에 따른 지연, 그림 10(b)는 VBR 
및 CBR 콘텐츠 수에 따른 패킷 손실률을 나타낸다. 그림

10으로부터 VBR 콘텐츠가 최대 11개까지 CBR 콘텐츠가

최대 9개까지 수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즉 VBR 콘텐

츠의 통계적 다중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Ⅱ에 사용된

Full HD MissA <Bad Girl Good Girl>소스가파트 Ⅲ에서

입력 소스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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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레토 모델에서의 시간에 따른 Delay 변화

  

(b) 파레토 모델에서의 시간에 따른 패킷 손실량

  

(c) 감마 모델에서의 시간에 따른 Delay 변화

(d) 감마 모델에서의 시간에 따른 패킷 손실량

  

(e) FHD 콘텐츠의 시간에 따른 Delay 변화

  

(f) FHD 콘텐츠의 시간에 따른 패킷 손실량

  

(g) UHD 콘텐츠의 시간에 따른 Delay 변화

  

(h) UHD 콘텐츠의 시간에 따른 패킷 손실량

그림 9. 압축방식 및 콘텐츠 종류에 따른 지연과 패킷 손실량
Fig. 9.  Delay and packet loss for video compression and contents 

(a) CBR과 VBR 콘텐츠 수 증가에 따른 Delay 

   

(b) CBR과 VBR 콘텐츠수증가에따른패킷손실률

 

그림 10. CBR과 VBR 전송에 따른 Delay와 패킷 손실률
Fig. 10. Delay and packet loss for CBR and 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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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Ⅳ Simulation Characteristics

Source
HD

MissA <Bad Girl 
Good Girl>

Full HD
MissA <Bad Girl 

Good Girl>

4K UHD
MissA <Bad Girl 

Good Girl>

8K UHD
MissA <Bad Girl 

Good Girl>

Source Peak rate 21Mbps 43 Mbps 87 Mbps 174 Mbps

Source Avg. rate 17.28 Mbps 34.56 Mbps 69.12 Mbps 138.24 Mbps

Delay Bound 100 ms

Channel Capacity 38.8 Mbps

Simulation Duration 10 sec

표 3. 파트 Ⅳ FHD 트래픽 특성
Table 3. FHD traffic characteristics of part Ⅳ

(a) 시뮬레이터의 애니메이션

   

(b) 시뮬레이터의 전송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1. 시뮬레이터의 애니메이션과 전송 모니터링 시스템
  Fig. 11. Animation and transmission monitoring system of the simulator

파트 Ⅳ의 기능은 다채널 콘텐츠를 채널 결합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시뮬

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은 총 8개의 프로그램(HD 콘텐츠

2개, FHD 콘텐츠 2개, 4K UHD 콘텐츠 2개, 8K UHD 콘
텐츠 2개)으로 그림 11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실제 UHD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FHD 콘텐츠 4
개와 16개를 병합하여 4K UHD 콘텐츠와 8K UHD 콘텐

츠를 제작하였다. 이때 사용된 FHD 트래픽 정보는 표 3
과 같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용량 방송서비스

에서의 전송을 위한 채널 결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
아가 효율적인 채널 결합 및 자원할당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PNET을 사용하여 실제 채널 결합 시

스템을 고려한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방송 매체접속

제어기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UHDTV 등의 초대용량 방

송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방송 채널 결합

등에 있어, 핵심 기술 요소 및 관련 파라미터들을 도출 및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다.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통해 각 콘텐츠 용량에 따른 방송 채널 결합 방식 및

시그널링 과정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실제 HD 콘
텐츠를 사용하여 QoS 파라미터에 따른 화질 열화 시연 기

능을 제공한다. 또한 채널 결합을 통한병렬전송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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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채널 결합 기반 대용량 방송서비스에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간단한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였지만 향후 최적화된 전송

알고리즘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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