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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규격화를 통한 효율적 망관리성 제고

요 약

망관리성이란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증가

하고 있는 대용량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최적의 이용환경을 제

공하고 망관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란 네트워크(3G/ LTE 등), 단

말(휴대폰/태블릿 등), 콘텐츠(스포츠/드라마/영화 등) 유형별

로 이용자의 동영상 품질 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을 동시에 만

족하는 최적 대역폭(비트레이트)의 비디오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에 있어서 최적대역폭 선정 기준

의 정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 첫째, 일반적으로 동영상 대역폭이 증가할수록 영상 품질도 

정비례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선 단말 이용자는 

영상화질의 일정 임계치 이상에서 품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 둘째, 다량의 비디오 트래픽이 네트워크 총 대역폭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품질저하 요소가 발

생하여 네트워크 품질이 급격히 악화된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

화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영상 품질 만족도를 최

대화하면서 네트워크 품질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트래픽 전송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대역폭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의 목적은 트래픽을 통제하거나 차단하

는 것이 아니며 최적대역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콘

텐츠사업자(이하 CP)와 Over-The-Top 사업자(이하 OTT)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ICT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편

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품

질 안정화로 전체적인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둘째, CP/

OTT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와 서버 및 전송장비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는 네트워크 품질저하 및 

비용 급증을 방지할 수 있다.

Ⅰ. 서 론 

인터넷 사용의 패러다임은 텍스트 및 웹 중심에서 대용량 비

디오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대중화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와 스마트TV등이 등장하

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Cisco가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디오 트래픽은 2017년 전세계 유선 트래

픽의 약 87%, 무선트래픽의 6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또한, 대용량 트래픽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

은 네트워크의 자원을 독점하고 파일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수

분에서 수시간 동안 세션을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접속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제한된 네트워크 자

원에 대한 소수 이용자의 독점현상은 다수 일반 이용자의 인터

넷 이용환경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네트워크 수용 능력으로는 점차 가속화되는 트

래픽 폭증과 헤비유저에 의한 네트워크 자원독점, 이에 따른 일

반 이용자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 특히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시설을 

확충하면 트래픽 용량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무선 네

트워크의 경우는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투자를 한

다고 해도 트래픽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국내 통신사의 분석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비디오 

트래픽 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의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 비디오 트래픽의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의 독점은 전체 네트워크

의 효용성을 악화시켜 통신사 측에는 물론 일반가입자의 서비

스 이용에도 불편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동영상을 주로 서비스

하는 CP/OTT의 경우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여 가입자를 확보

하기 위해 대용량의 트래픽을 경쟁적으로 전송한다. 뿐만 아니

라 동영상 트래픽 전송률을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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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트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급격한 트래픽 변

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CP/OTT에 의한 무선 네트워크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신사는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서비스 사용량 증가로 인한 데이

터 폭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운송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초기 우편, 도로, 물류 등 타 네

트워크 산업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운송수단과 매체의 최

적화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운업의 경

우 컨테이너 박스를 도입하여 운송비 감소, 항구체류기간의 경

감을 이루었다. 우편사업은 우편 봉투의 크기와 무게를 최적화

하고 우편자동화를 이루어 업무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는 이러한 타산업군의 최적화 사

례에서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비디오 트래픽 또한 네트워크, 단

말,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전송함으

로써 이용자 만족도와 전체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동시에 제고

하자는 개념이다. 그간 MPEG-2, H.264, HEVC 등 영상 압축

과 관련한 연구와 표준 제정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CP/OTT

는 이러한 영상 압축 기술들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과 이용자 만족도,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디오 인코딩, 압축 기술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었다.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기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

력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본 론

1. 국내외 무선 트래픽 현황

무선 단말 및 통신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통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메시지 전송, 화상 통신, 동영상 시청 등의 다양

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 폰의 대중화 및 

LTE 등 고속 데이터 이동통신망의 구축은 무선 데이터 수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선 데이터의 활용도가 많아지면서 무선 트래픽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의 한계 등 무선 네트워

크가 명확하게 한정된 자원임을 인식할 때 현 상황에서의 트래

픽 수요는 급증보다는 폭증하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체 무선 트래픽을 살펴보면 2012년 상반기 17만

2629TB를 기록하여, 2010년 상반기(3487TB) 대비 49.5배 증

가하였다[2].

통신사별로 최근 3년간 SKT는 8만5184TB로 75.4배 증가

하였고, KT는 5만1036TB로 28배 증가했고, LGU+는 3만

6409TB로 67.9배 증가하였다.

그림 1. 국내 무선 비디오 트래픽 추이(연간)

그림 2. 주요 통신사 무선 데이터 트래픽 추이

그림 3. 글로벌 무선 데이터 트래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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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Ericsson과 

CISCO 분석을 종합해보면 스마트 단말 증가에 따라 글로벌 

무선 트래픽은 연간 66% 증가하여 2017년 무선 트래픽은 월 

11.2EB로 2012년에 비해 1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무선 트래픽 폭증원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타 서비스

에 비해 네트워크 자원소모가 많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의 한

정된 자원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선 단말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CP/OTT 대부분은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대용량의 트래픽을 전송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유선 네트워크 상에서PC에 전송하는 대용량의 영상 트래

픽을 별도의 트랜스코딩 없이 작은 사이즈의 무선 단말에 그대

로 제공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CP/OTT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전송할 때 변동

폭이 심한 트래픽을 유발시켜 실질적으로 비디오 원본에 소요

되는 인코딩율 대비 더 많은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코딩율이 3.15Mbps인 동영상은 평균 전송속도가 

4.1Mbps이지만 신호 변동으로 인하여 최대 8.8Mbps로 네트워

크 대역폭을 점유하게 된다.

3. 문제점

비록 트래픽 점유율은 비디오 서비스가 압도적이지만 무선 

네트워크 이용자는 음성통화, 메신저,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의 가용성 유지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하지만 CP/OTT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상위 5% 정

도의 헤비유저가 주로 사용하며 이들은 현재 한국의 경우 전

체 트래픽의 약 50% 점유하고 있다. 무선 환경에서는 주파수

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사업자 또는 이용자

가 대용량 트래픽 사용으로 네트워크를 독점하기 시작하면 대

다수의 무선 서비스 이용자는 통화, 메신저, 이메일 등의 서비

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무선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한 통신사업자는 아이폰 도입 이후 

트래픽 급증으로 통화지연, 연결 장애 문제를 겪었으며, 특정 

도시의 경우 시내에서 음성통화가 끊기는 비율이 평균 30%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무선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통화까지 불통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편 

과다 트래픽으로 인하여 6,000여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통화

불통, 데이터 전송 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그

리고 대부분 휴대폰 이용자가 경험하듯이 출퇴근 시간의 도심

지, 많은 관중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축제 등에서 트래픽 

폭주로 인하여 통화접속 지연, 데이터 속도 저하현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외 통신사업자는 무선 데이터 이용량 폭증에 대응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통신 3

사 매출 대비 시설 투자비 비중은 2010년 14.7%에서 2012년 

19.6%로 증가하였다. 

표 1.   한국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사업 매출액 대비 CAPEX 비중

(단위: 십억원)

구분 2010 2011 2012

매출액 41,125 45,528 42,169

설비투자비 6,051 7,331 8,248

설비투자비/매출 14.7% 16.1% 19.6%

통신사업자는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

하는 등 수익성 악화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중 

LGU+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4.6%, SKT와 KT 역시 각각 전

년 대비 24.5%와 30.6% 감소하고 있다.

표 2. 한국 통신 3사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2010 2011 2012 

SKT 2,095 2,185 1,650

KT 2,034 1,748 1,214

LGU+ 655 279 127

그림 4. 단말을 고려하지 않은 비디오 트래픽 전송

그림 5. 최적화되지 않은 비디오 트래픽 전송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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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산업군 사례

컨테이너 박스 도입 이전 해운업은 선박제조에 소요되는 대규

모 자본투자의 이유로 운송비용 절감의 한계를 예견하였고, 해

운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도입하

고, 선박 화물을 최적화 하여 운송한 이후, 세계 교역량 증가 및 

해운업 성장 등 세계 물류의 혁신을 가져왔다[3].

‘화물을 담은 용기’에 넣어 선적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창안

됨으로써 40년간 세계 화물운송량은 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 

해상운송비는 60%가 감소, 화물의 항구체류시간은 4분의 3 

경감, 해운업의 생산성은 4배 증가하였다.

진시황은 '동궤(同軌)' 즉 마차바퀴의 폭을 규정하고 그에 맞

게 도로 폭을 만들어 전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중국통일

의 기틀 마련하였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 각 국

은 제각기 다른 나라의 수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퀴의 폭

을 달리 하고 있었으나, 통일된 시점에서는 바퀴자국의 차이

가 전국적인 교통의 흐름을 저해시킨다고 여기고 전국에 '치

도(馳道)'라는 도로를 만들고 차륜의 폭을 통일시켰다.

우편은 봉투의 크기, 부피, 무게를 최적화하여 우편 작업 자

동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후 우편 업무속도

는 23배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우편물 분류 수작업시 시간당 

1,500여 통을 처리했다면 최적화, 자동화 업무환경에서는 시

간당 34,000여 통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에 있어서

도 편익이 증진되었다. 예를 들어 청첩장 500장에 대해 규격

을 지키지 않으면 한통당 360원씩 180,000원 요금 부담하게 

되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면 한통당 270원씩 135,000원의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다.

5.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의 필요성

All-IP 시대가 도래 하고 무선 단말 기반 서비스의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모든 매체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네트

워크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

적 사용을 위해서는 물류의 이동을 위해 차량 및 운송을 최적화

한 것처럼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해 트래

픽의 기준 마련을 위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파일 전송에 기반 한 

서비스보다는 모바일 메신저,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동영상 스

트리밍 등과 같이 데이터 Delay와 Jitter에 민감한 서비스 위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즉, 동영상 자체의 

화질과 같이 데이터의 양에 기반 하는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

라 데이터의 전송의 신뢰성 여부도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만족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용자의 동영상 품질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수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6.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 개념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점과 같이 동영상 등 대용량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대용량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메일, 음성 통화 등 기본적인 타 서비스 제공도 원활하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이동통신사업자는 대용량 서비스를 무

선망에서도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트랜스코딩, 트랜스

레이팅, 압축서버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

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

그림 6. 세계 최초컨테이너선 IDEAL -X(1956)

그림 7. 진나라 마차바퀴 최적화 사례

그림 8. 우편봉투 규격 최적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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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부재하여 기술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과도한 대역폭(비트레이트)의 트래픽을 네트워크 유형, 단말 유

형, 콘텐츠 유형별로 이용자의 동영상 품질 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트래픽 최적 대역폭을 선정한

다. 즉, 최적화된 트래픽을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와 전체 네

트워크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의 첫번째 단계로 <그림 9>와 같이 이용자

가 영상 품질의 차이를 더 이상 체감하지 못하는 지점을 지정한다.

다음으로 <그림 10>과 같이 네트워크 품질저하로 이용자 불

편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영상 품질 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을 동

시에 최대화하는 대역폭 구간을 선정한다.

2012년, 국내 통신사업자는 성균관대학교, ETRI와 공동실험

을 통하여 최적대역폭 선정 매커니즘을 검증하고 비디오 트래

픽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 시스

템 아키텍처는 TTA 및 ITU 등 한국 및 글로벌 공인 표준기관에

서 공식표준으로 승인되었다.

7. TTA 표준 주요 내용

TTA는 2012년 12월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 및 트래픽 관리

모델을 한국 정보통신기술표준으로 제정하였다(TTAK.KO-

그림 9. 이용자 영상품질 만족 지점 선정

그림 10. 네트워크 비용(품질) 만족 지점 선정

그림 11. 우편봉투 규격 최적화 사례

그림 12. TTA 최적대역폭 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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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8). 주요 표준 내용은 동영상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과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을 극대화되는 지점을 최적대역폭으로 지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최적대역폭을 초과하는 트래픽

에 대해 Rate Limit, Rate Shape 혹은 Priority 적용 아키텍

처를 설정하였다[4].

8. ITU표준 주요 내용

ITU는 2013년 4월 Oversized 트래픽 개념을 정의하고, 

Oversized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제어 모델을 표준으로 제정

하였다.(ITU-T Y.3042) 표준의 주요내용은 Oversized 트래픽

에 대한 개념을 ‘SNS, 화상회의, 동영상 등 콘텐츠별 권장 대역

폭 이상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으로 정의하였다[5].

- Area1 : 네트워크 용량에 비해 콘텐츠 사용량 미미

(Over-Provisioned) 

- Area2 : 네트워크 용량과 콘텐츠 사용량이 균형(Proper 

Balance)

- Area3 : 네트워크 용량에 비해 콘텐츠 사용량 과도

(Oversized Traffic)

트래픽 분류와 더불어Oversized 트래픽 제어 아키텍처와 메

커니즘을 표준으로 정립하였다.

<그림 14>는 스마트 트래픽 제어 및 자원관리(STCRMF, 

smart traffic control and resource management)의 아키텍

처이다. STCRMF는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 자원 모니

터링 및 분석 기능, 스마트 트래픽 및 자원 제어 기능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림 15>는 Oversized 비디오 트래픽 관리 메커니즘 및 절

차를 보여준다. 그 밖에 대용량 트래픽, 고빈도 트래픽, 헤비유

저 대역폭 독점 트래픽 등에 대하여 네트워크 자원(회선/장비의 

메모리, CPU, 대역폭 등)에 부하를 유발하여 다른 서비스의 품

질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수준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 망중립성 이슈

비디오 데이터 트래픽 최적화의 목적은 통신사측에서 일방적

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관리/제어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최

적의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CP/OTT와의 협력을 위

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또한, 트래픽 폭

증으로 통신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트래

픽 관리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동의하는 내용이다[6].

따라서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정 사

업자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 통신사와 이용자, CP/

OTT, 단말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충분한 합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면 망중립성 이

슈와 관련한 사업자, 이용자의 반발이나 관리 당국의 규제 리스

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국내 및 해외 표준 기구에서도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로 인정한 바 

있다. 

10. 기대효과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ICT 생태계 모든 플레이어에게 비용

그림 13. ITU, Oversized 트래픽 개념도

그림 14. ITU, 스마트 트래픽 제어 및 자원관리 시스템의 표준기술구조

그림 15. ITU, Oversized 트래픽 관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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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및 수익확대 등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다. 스마트폰 혁명이 

신규 ICT시장을 개척하였다면, 트래픽 최적화는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선도하여 ICT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이용자의 데

이터 과다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과다 요금으로 인

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500Kbps로 2시간 분

량 영화 한편을 본다면 데이터량은 약 450MByte 정도를 차지

하며, 750MByte 요금제로도 1편 이상의 영화를 볼 수 있다. 하

지만 화질 차이가 거의 없는 1Mbps로 영화를 본다면 용량이 이

미 900Mbyte를 넘어서기 때문에 1편도 채 보지 못한다. 또한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화를 높여 이용자

의 체감품질을 향상시키고, 통신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제

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는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량에 기반한 품질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용

에 대해서도 중요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CP/OTT로 하여금 서비스이용 편의

성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진작시키고 품질경쟁을 통해 사

회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현재는 사용성 보장을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대역폭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미디

어 전송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

도 사용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력을 가진다면 사회적 후생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를 통하여 네트워크 특성

에 맞는 트래픽 전송 기준 정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통신망 장

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무선은 

유선과 달리 기지국과 가입자 사이가 전파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 CP/OTT가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한다면 장기적으로 주파수 부족현상이 해

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현상 유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 트래픽 최적화 작업은 필요하다.

Ⅲ. 결 론

비디오 트래픽 최적을 정립한다는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 대역폭을 지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비디오 트래픽 최적

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①이용자 QoE(Quality of Experience)와 

관련된 네트워크, 단말, 콘텐츠 등에 대한 모든 변수가 고려되어

야 하고, ②필드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트래픽에 대

한 변수 값을 측정하며, ③측정된 변수 값을 토대로 TTA 및 ITU

에서 표준화 된 동영상 화질 및 네트워크 품질 알고리즘에 대입

하여 최종적으로 최적대역폭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ICT 생태계 모든 구성원

에게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도와 서

비스, 네트워크 품질검증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용자에 대한 QoE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트래픽 최적화

로 인한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

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CP/OTT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적, 

양적 개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CP/OTT 서비

스의 네트워크 전송 관련 지표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세 번째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품질 지표 향상 및 네

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는 통신사의 이용자 불만 신고 및 시설투자비 등이 주요지표가 

될 수 있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단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된 모든 구성원이 동의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신

사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단말 및 장비사, 그리고 CP/OTT와 공

동협력을 통해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및 핸드북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체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는 최적화 관련 트래픽 관리 운영지침 

및 관련 약관 개정안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CP/OTT에게는 최적화를 위한 인코딩 비트레이트 및 전송방식

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와 기술지원 등에 대

한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단말 및 장비사에게는 비디

오 트래픽 최적화를 운영할 수 있는 단말 및 장비 스펙 정의, 기

능 개선에 대한 권장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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