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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일정 수 의 서비스 품질, 보안, 양방향성, 신뢰성 등을 제공하는 리된 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IPTV 서비스는 최근 상용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그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IPTV 서비스 사업자들의 주요 서비스들이 폐쇄형 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형, 개방형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IPTV 서
비스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IPTV 서비스 랫폼을 제안하여 개인
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존의 IPTV 망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 다. 제안된 랫폼은 제한 인 네트워크  로세스 자원에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법과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기 해 사용하는 콘텐츠 달 네트
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와 유사한 송 방법을 동시에 용하 다.  

제안 IPTV 랫폼은 성능 시험을 통해 송되는 콘텐츠의 품질, 콘텐츠 송량  채  Zapping Time
에서 개방형 서비스 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향후 지속 인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개선을 통해 개방형 IPTV 랫폼을 이용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중심어 :∣IPTV∣오버레이 멀티캐스트∣콘텐츠 전달 네트워크∣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IPTV providing multimedia service over IP based networks 

managed to provide the required level of quality of service and experience, security, interactivity 
and reliability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by the commercialization of its service. However, 
the original purposes of IPTV service - contents are produced and consumed anytime, 

anywhere, and over any device at the same time - have not been satisfied by service providers 
because most services offered by service providers depend on closed IPTV platfor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en IPTV service platform that an individual or small company can 

easily produce contents and offer IPTV service independently from the existing closed IPTV 
platform.. The proposed IPTV platform exploits overlay multicast scheme to offer reasonable 
service under the environment where network bandwidth and processor resource are limited. It 

also uses CDN-like scheme to ensure the quality of transmitted conten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ws that the proposed IPTV platform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an open IPTV platform considering  its results such as the quality of transmitted 

contents, the transmission rate, the channel zapping time, and so on. It also shows that proposed 
IPTV platform could be applied to real IPTV service with continuous enhancement of its 
functions and user interfaces.  

 ■ keyword :∣IPTV∣Overlay Multicast∣Content Delive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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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PTV 서비스란 일정 수 의 서비스 품질, 보안, 양방

향성, 신뢰성 등을 제공하는 리된 IP 기반의 네트워

크에서 송되는 텔 비 과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1]를 의미

한다. 더불어, 방송과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의 

융합은 IPTV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해 필수 불가

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IPTV 3사에 

의해 제공되는 상용 IPTV 서비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련 산업에 반 인 기회와 

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IPTV 서비스는 Walled-garden 랫폼에 의해 고품질

의 콘텐츠를 IP 기반의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TV라

는 고정된 단말을 이용하여 언제든지(Anytime)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유선 심  사업자 심의 1세  

IPTV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선 심

의 서비스로 인해 1세  IPTV 서비스는 유무선 통합네

트워크(Any Network)환경에서 언제(Anytime), 어디서

나(Anywhere), 어떤 디바이스환경(Any Device)에서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IPTV 2.0으

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IPTV의 향후 발 에 제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한 사업자 심의 서비스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의 사용에 제한이 따르

며 다양한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한 한계

에 이를 것으로 단되며 이를 극복하기 해 궁극 으

로 사용자 심의 IPTV 서비스인 개방형 IPTV로의 변

화가 실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단체가 IPTV 

3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콘

텐츠를 송할 수 있는 개방형 IPTV 서비스 랫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개인화  개방형 서비스에 

한 사용자 요구에 히 응하고자 하 다. 개인이

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IPTV 서비스를 한 별도의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품

질, 동시 시청 가능 사용자 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등의 측면에서 IPTV 서비스를 한 별도의 네트

워크  기반 시설을 갖춘 IPTV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불리한 치에 존재한다. 제시된 개방형 IPTV 랫폼

은 부족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인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해 오버 이 멀티캐스트와 콘텐츠 달 네트워크

(CDN: Content Delivery Network)에서 용되는 기법

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 으

며 성능  기능 시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방형 IPTV 랫폼의 성능   기능을 개선할 정이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제시된 랫폼을 구성하기 한 

기반 기술들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시된 IPTV 시스

템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성능 시험을 통하여 제시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후 5장에서 결론  향후 

과제에 해 언 한다.

II. 관련 연구

1.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제한된 네트워크 역폭만을 사용하는 개인 는 소

규모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제

공하기 해서는 콘텐츠 송 시 일반 인 유니캐스트 

송 방식이 아닌 멀티캐스트 송을 이용하여야 한다. 

통 인 멀티캐스트 송은 IP 멀티캐스트[2] 송을 

의미하며 라우터와 같은 인 라 수 에서 그 기능을 제

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단 한 번의 송으로 데이터

를 동시에 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IP 멀티캐

스트 송 방식의 도입은 인 라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네트워크 리 측면의 어려움, 보안상의 취약  

등으로 인하여 미루어져 왔으며[3], 상용 IPTV 서비스

의 도입으로 인해 IPTV 3사는 폐쇄된 IP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를 도입하 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소규모의 

사업자는 여 히 IP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 [4-7]이 사용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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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및 콘텐츠 전송 방식

오버 이 멀티캐스트는 [그림 1]과 같이 동일 그룹에 

속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송하기 한 데이터 송 

트리(Data Delivery Tree)를 구성한다. 데이터 송 트

리의 구성 완료 후 송할 콘텐츠를 소유한 콘텐츠 소

유자(소스노드: Root node)가 송한 콘텐츠를 간노

드(Intermediate node)들이 수신한 후 이를 재생하면서 

동시에 자식노드들에 릴 이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모든 말단 노드들까지 콘텐츠의 송을 수행

한다. 따라서 오버 이 멀티캐스트를 용하여 콘텐츠

를 송할 경우, 소스 노드로부터 직  콘텐츠를 송

받지 못하고 간 노드들의 릴 이 기능을 이용하여 콘

텐츠를 수신하는 노드들은 IP 멀티캐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상 으로 큰 송 지연시간  QoS의 

하를 가지게 된다. 재까지 제안된 오버 이 멀티캐

스트 기법들은 상 으로 큰 송 지연 시간과 QoS를 

최소화하기 한 데이터 송 트리 구성 기법들을 제시

하고 있으며 트리 구성을 한 방법은 메쉬 기반 구성

방법(Mesh based tree Construction)과 트리 우선 구성 

방법(Tree First Construction)으로 구분된다. 메쉬 기

반 구성 방법과 트리 우선 구성 방법 모두 노드들 사이

의 네트워크 성능에 기반 하여 트리를 구성하며 이때 

이용되는 네트워크 성능의 척도로는 RTT(Round Trip 

Time)　 는 홉 디스턴스(Hop Distance or Hop Count) 

등이 이용된다.

메쉬 기반 구성 방법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한 노

드들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을 메쉬 구조로 형성한 후 

각각의 인  노드들 사이의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잘 알려진 MST(Minimum Spanning 

Tree)알고리즘이나 Dijkstra 알고리즘과 같은 

SPT(Shortest Path Tree)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트리 우선 구성 방법은 메쉬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노드들 사이의 네트워크 성능을 이용하여 직  트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콘텐츠 송 네트워크[8-10]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근할 때 요청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네트워크에 여

러 치에 존재하는 서버(Surrogate Server)에 장하

여 두어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역폭 사용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데

이터를 요청한 사용자는 원래 서버 신 사용자에서 인

한 곳에 치한 데이터의 복사본이 장된 서버에 

속하여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원본 서버 

근처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혼잡을 일 수 있으며, 

작은 송 지연시간과 QoS 향상 효과를 가진다.

그림 2.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구성 및 콘텐츠 전송 예

[그림 2]는 콘텐츠 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콘텐츠

를 송하는 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사본 서

버는 CDN 콘텐츠 분배기를 이용하여 원본 서버의 콘

텐츠를 내용을 복사해서 장한다. 이후 각 지역의 사

본 서버는 담당 지역의 클라이언트의 콘텐츠 요청에 

해 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송하며 이로 인해 콘텐츠 

송 지연 시간, 원본 서버의 자체 부하  원본 서버 

근처 네트워크의 혼잡, 그리고 체 네트워크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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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으로 인한 부하를 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달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으로 다양하게 

분포되고 상 으로 많은 고객들을 상으로 콘텐츠

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 콘텐츠 달 네트

워크는 매력 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달 네트워크의 성능은 사본 서버의 

치, 사본 서버에 복사할 콘텐츠의 선정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사본 서버를 한 최 의 치 선정은 

콘텐츠 달 네트워크에서 체 인 콘텐츠 분배 과정

을 고려할 때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로 평가된다. 

콘텐츠 달 네트워크에서 콘텐츠의 달은 원본 서버

로부터 사본 서버까지의 구간과 사본 서버로부터 클라

이언트까지로 구분되므로 사본 서버의 치를 최 화

하면 클라이언트가 사본 서버 신 원본 서버에 직  

속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달 네트워크 성능의 최 화를 기 할 수 있다.  사본 

서버에 복사할 콘텐츠의 선정 한 콘텐츠 달 네트워

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 요인  하나이다. 최 의 

선택은 원본 서버의 모든 콘텐츠를 사본 서버에 복사하

는 방법이지만 이 경우 사본 서버의 디스크 사이즈 문

제, 그리고 원본 서버 콘텐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사

본 서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갱신 등의 문제로 인해 

콘텐츠의 완 한 복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

본 서버의 콘텐츠  일부만을 사본 서버들에 복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하를 최소화하기 

해 사본 서버에 복사될 콘텐츠의 한 선정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II. IPTV 서비스를 위한 제안 플랫폼

1. 플랫폼 구성

제안하는 IPTV 서비스 랫폼은 개인 는 소규모 

사업자가 IPTV 서비스의 용이한 제공을 해 IPTV 서

비스를 한 별도의 IP 멀티캐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기

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

인형/개방형 랫폼으로 구성되었다. 부분의 개인이

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서버의 자원

과 네트워크 역폭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IPTV 랫폼은 이의 해결

을 해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과 콘텐츠 달 

네트워크의 기능을 동시에 용하 다. 

그림 3. IPTV 서비스 플랫폼 구성 및 콘텐츠 전송

[그림 3]은 제안하는 IPTV 서비스 랫폼의 구성  

콘텐츠 송 시 트래픽의 흐름을 보여 다. IPTV 사업

자의 폐쇄형 랫폼에서 과   시스템 운 을 해 

구성되는 복잡한 헤드엔드(Head-End)에  해당되는 서

버들은 제안 시스템에서는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서버, Web 서버  DB 서버로 간단하게 구성되

어 있다. 각 지역별로 한 치에 설치되는 계 서

버는 콘텐츠 달 네트워크의 사본 서버와 같이 IPTV 

콘텐츠 서버의 부하를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담당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IPTV 콘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콘텐츠를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지역별 

계 서버는 담당 지역의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 사용자들 사이에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역의 사용자들은 기본 으로 유니캐스트 송 방

식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수신하나 필요한 경우 그 지역

을 담당하는 계 서버의 부하를 이기 해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시

청하게 된다.

2. 구성 요소 및 기능

제안하는 IPTV 랫폼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기 한 콘텐츠 제공 모듈, 이의 송을 담당하기 

한 콘텐츠 송 모듈  콘텐츠 사용자 모듈로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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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 모듈은 콘텐츠 서버, EPG 서버, Web 서

버  DB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 서버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콘텐츠를 장하고 이를 송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이를 해 콘텐츠 서버는 각 지역을 담

당하는 계 서버들에게 유니캐스트 송 방식 는 필

요 시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을 이용하여 콘텐

츠를 송한다. EPG 서버는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를 

등록할 때 장한 콘텐츠 련 정보(콘텐츠 일 명, 상

 시간, 콘텐츠 형식, 화면 해상도 등)를 콘텐츠 사용

자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Web 서버는 

IPTV 서비스의 포털 기능을 수행하며 콘텐츠 사용자

에게 서비스 인 콘텐츠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DB 

서버는 콘텐츠 사용자에 한 정보  서비스 인 콘

텐츠에 한 정보를 DB화하여 처리하는 서버이다. 

에 언 한 서버들은 각 기능별로 편의에 의해 구분하

으며 실제 시험환경에서는 EPG 서버, Web 서버와 DB 

서버의 기능을 단일 서버에서 수행하고 별도의 콘텐츠 

서버를 두어 시험을 진행하 다.

콘텐츠 송 모듈은 IPTV 콘텐츠 서버, 계 서버  

사용자 PC 등으로 구분된다. 제안 랫폼에서 콘텐츠

의 송은 콘텐츠 달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2개 구간

으로 나 어서 이루어진다. 첫째 구간은 콘텐츠 서버에

서 각 지역의 한 치에 있는 계 서버로의 콘텐

츠 송이며, 둘째 구간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계서

버에서 수신된 콘텐츠를 그 지역의 클라이언트들에 

계하는 구간이다. 이는 콘텐츠 달 네트워크와 같은 

계층 인 송 방식을 취하여 콘텐츠 서버에 과도하게 

집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로세스의 부하를 

분산하기 함이다. 더불어 서비스 사용자 수  분포

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계 서버 수의 증가에 해 

개인 는 소규모 사업자와 같이 충분치 못한 자원에 

의해 운 되는 콘텐츠 서버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 서

버들 사이에도 필요한 경우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법

을 용하여 콘텐츠 송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그림 4]는 콘텐츠 서버에서 각 지역에 치한 계 

서버로 콘텐츠를 분배할 때 계 서버들 사이에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를 용한 경우이며, [그림 5]는 유

니캐스트를 이용하여 콘텐츠 서버에서 모든 계 서버

로 콘텐츠를 송하는 방안을 보이고 있다. 유니캐스트 

송 방법을 이용하여 콘텐츠 서버에서 계 서버로 콘

텐츠를 송 할 경우 콘텐츠 서버는 계 서버 수만큼

의 동일 트래픽을 반복해서 송해야 되며 이로 인해 

콘텐츠 서버의 로세스 자원과 콘텐츠 서버에 속된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부하는 증가한다. 한 콘텐츠 사

용자 수 증가  이로 인한 지역 분포의 다양성 증가는 

필연 으로 계 서버 수의 증가를 래하며, 계 서

버 수의 증가는 콘텐츠 서버에 부여하는 로세스 자원 

 네트워크 부하를 가 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계 

서버들 사이에 오버 이 멀티캐스트를 용하여 콘텐

츠를 분배할 경우에는 콘텐츠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계 서버 수가 증가하더라도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

리를 구성하여 콘텐츠 서버에 부여되는 부하의 증가를 

거의 래하지 않고 콘텐츠를 계 서버들에 분배할 수 

있다.  

그림 4. 중계서버들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전송

콘텐츠 사용자 모듈은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동 상 

이어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콘텐츠 계를 한 오

버 이 멀티캐스트 지원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5. 중계서버들의 유니캐스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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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TV 플랫폼을 적용한 서비스 시나리오

개인 는 소규모 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방형 IPTV 

랫폼을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사용자는 Web 포털을 속한 후 사용자 

인증 과정을 수행하면 사용자는 재 서비스 인 

채  정보를 EPG 서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획득한 채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채

을 선택한 후 이를 Web 서버에 알리면 Web 서

버는 DB 서버에서 장된 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재 서비스를 제공 인 콘텐츠 서버

의 정보를 사용자 S/W에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S/W는 콘텐츠 서버에 속한다.

3) 콘텐츠 서버는 콘텐츠 사용자를 담당하는 계 서

버까지 콘텐츠를 분배한다. 이 경우 콘텐츠 분배를 

해 기본 으로는 유니캐스트 송 방법이 사용

되지만 계 서버의 수 증가로 인해 유니캐스트 

송이 효율 이지 못한 경우에는 오버 이 멀티

캐스트 송 방법을 사용하여 콘텐츠 서버의 부하

를 경감시킨다.

4) 계 서버는 콘텐츠 서버로부터 수신 한 콘텐츠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송한다. 이 경우 역시 필요한 

경우 유니캐스트 송 방속 신 오버 이 멀티캐

스트 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IPTV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절차

[그림 6]은 콘텐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

기 한 차를 도식화하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에서 언 한 차와 더불어 사용자 리 기능, 채   

콘텐츠 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Web 서버는 사용자 인증 차를 수행하고 만약 등록

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가입 차를 통해 사용자 정

보를 DB 서버에 등록한다. 콘텐츠 서버는 콘텐츠 등록 

시 콘텐츠  채 의 세부 정보를 DB 서버에 등록하며 

DB 서버는 Web 서버와 콘텐츠 서버의 요청에 의해 필

요한 DB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V. 성능 시험

1. 시험 환경

제안하는 개방형 IPTV 랫폼의 콘텐츠 송시험을 

통하여 송 능력, 확장성  실제 환경에의 용 여부

를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해 필요한 부분을 악하기 

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하 다. 성능 평가를 한 시

험은 동일 건물 내의 동일 LAN환경과 학내 네트워크

를 경유하는 환경  인터넷을 환경에서 실시하 으며, 

인터넷 환경의 경우는 시험여건으로 인해 송된 콘텐

츠의 품질시험과 채  Zapping Time의 시험만을 수행

하 다. [그림 7]은 동일 LAN 환경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은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성을 보

이고 있다. 학내 네트워크는 다수의 스 치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라우터를 통한 외부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통신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시험 결과 및 분석

그림 7. 동일 건물 내 LAN 환경의 시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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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험 구성도

(1) 콘텐츠 품질 시험

제안 IPTV 랫폼의 콘텐츠 송 능력  실제 환경

에의 용 여부를 평가하기 해 1편의 SD  동 상과 

1편의 HD  동 상을 사용하여 송된 콘텐츠의 품질

을 시험하 으며 이때 사용된 콘텐츠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시험 대상 콘텐츠의 세부내용

내용 스포츠 (축구 계) 화 (반지의 제왕)

구분 SD 급 HD 급

크기 974,372 Kbyte 8,235,012 Kbyte

상영시간 58분 38초 4시간 12분 26초

콘텐츠의 품질 시험은 성능 시험을 한 3종류의 네

트워크 구성 환경(동일 LAN환경, 학내 네트워크 경유 

환경, 인터넷 환경)에서 에서 언 한 SD  동 상과 

HD  동 상 모두를 상으로 60분 동안 5회 수행하

으며 사용자 PC에 설치된 동 상 이어에서 콘텐츠 

제공 모듈에서 서비스 인 콘텐츠를 선택하여 동 상

을 재생하도록 하 다. 그림 9는  60분 동안 5회에 걸쳐 

진행된 시험에서 콘텐츠 재생 시 이상 상(화면의 일

부가 그러지거나 잔상)이 발생하는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재생 시 발생하는 이상 상은 학내 네트

워크 환경에서 HD  동 상 재생 시 시험 기간 동안 

약 5회 가량 발생하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SD 과 HD

 동 상 모두 10회 이상 발생하 다. 그러나 이로 인

해 콘텐츠의 재생이 수 동안 단되거나 서비스 품질

에 향을 주는 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 환경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리라 

단된다.

그림 9. 콘텐츠 재생 시 이상 현상 발생 횟수

(2) 채널 Zapping Time

채  Zapping Time은 IPTV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

가 원하는 채 을 보기 해 채  변경을 요청한 후 이

를 재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IPTV 서

비스의 품질에서 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해 동일 LAN, 학내 네트워크 환경  인터넷 환경 등 

3종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3개의 채 을 방송하면서 

채  변경 요청 후 실제 요청된 채 이 재생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0회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채널 Zapping Time

측정된 값에 의하면 동일 LAN 환경과 학내 네트워

크 환경의 경우 약 1  정도의 채  Zapping Time으로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동일 LAN이 약 7%정도 

나은 성능을 보임) 인터넷 환경에서 측정한 경우 평균 

2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환경의 경우, 채

 요청 명령이 서버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콘

텐츠가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사용자 P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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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는데 소요되는 송 지연 시간 등이 동일 LAN 환

경이나 학내 네트워크 환경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나

는 상이다. 한 이 값은 약 1  이내로 측정되는 

재 국내 IPTV 3사의 채  Zapping Time에 비해 큰 값

이며 이는 IPTV 3사의 경우 서비스를 해 IP 멀티캐

스트 송을 지원하는 별도의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안 

IPTV 랫폼에 비해 작은 채  Zapping Time으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플랫폼의 최대 동시 사용자 수 

IPTV 랫폼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  사용자의 수는 랫폼의 성능(확장성)  기능의 

척도로 여겨진다. 이의 측정을 해 1 의 계 서버에

서 유니캐스트 송 방식과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을 이용하여  HD  콘텐츠를 동시에 송할 수 있

는 최  사용자 수를 측정하 다. 시험 여건에 의해 시

험은 동일 LAN 환경과 학내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수

행되었으며 [표 2]는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최  사용

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최대 동시 사용자 수 

구분 동일 LAN 학내 네트워크

유니캐스트 9 9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20 (∝) 20 (∝)

측정 결과에 의하면 계 서버가 유니캐스트 송방

식을 사용할 경우, 동일 LAN이나 학내 네트워크 등 네

트워크 환경에 무 하게 1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을 사용한 경우, 20명 이상

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론 으

로 동시에 지원 가능한 최  사용자 수는 무한 에 이

른다. 따라서 오버 이 멀티캐스트 송 방식과 유니캐

스트 송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안 IPTV 랫폼

은 기존 IPTV 랫폼에 비해 최  동시 사용자 수(확

장성) 측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V. 결론 및 향후과제

IPTV 서비스의 상용화로 인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

방형, 개인형 서비스에 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

으나 IPTV 서비스 사업자들의 폐쇄형 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개인형, 개방형 등을 지원

하기 한 IPTV  랫폼을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서버의 로세서 자원이나 네트

워크 역폭이 상 으로 충분하지 못한 개인이나 소

규모 사업자들이 개인형, 개방형 IPTV 랫폼을 이용

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히 지원하기 

한 IPTV 랫폼을 제안하 다. 더불어  멀티캐스트 

기능이 요구되는 IPTV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제안 

IPTV 랫폼은 IP 멀티캐스트의 안으로 오버 이 멀

티캐스트 송 방법을 사용하 으며 송되는 콘텐츠 

질의 향상을 해 콘텐츠 송 네트워크를 도입하 다. 

한 성능 시험을 통해 제안 IPTV 랫폼이 실제 서비

스를 히 지원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제안 IPTV 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개인

형, 개방형 서비스를 한 보다 다양한 부가 기능(객체 

분할, 이미지 편집 등을 포함한 개인 방송 제작 시스템 

등) 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지원하기 해 랫폼의 콘텐츠 송 기

능 등에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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