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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usion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urfaces streaming service such as IPTV with killer application 
of BcN. In this paper, Premium IP multicast is called as 
transport service technology that transfer streaming service 
such as IPTV through integrated, controllable, maintainable 
network in order to guarantee end-to-end QoS to predefined 
person. It capacitates billing of multicast service instead of 
network operator guarantees high quality QoS to subscriber. So, 
network operators are able to create benefits and find benefit 
models. The other side, subscribers can use various high quality 
streaming services. 

 

I. 서론 
 

IP 멀티캐스트 기술은 수십년 전부터 연구되고 서

비스 구현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

가 아직 없으며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 

하는 서비스 모델이 없다. 표 1 은 기존 IP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사례와 그 문제점을 나타낸다. 

표 1. 기존 IP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 문제점 

 

IP 멀티캐스트 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창출 모

델이 없다는 것이다. 멀티캐스트 기술은 유니캐스트 기

술에 비해 기술적 복잡성이 크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력이 없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가 유니캐스트 

전송만을 고려하여 구축됨으로써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교체, 과금체계정립, 네트워크 운영

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유니캐스트 서비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

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멀티캐스트 서비스 구현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IMS 의 구조를 살펴보고 국내 BcN

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IMS 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제어를 

고려할 때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제어 

구조를 제안한다. 

 

II. IMS 기반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IT 기술의 발전은 이동 단말 서비스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IMS는 이동 단말을 통하여 기존의 IP 도메인에

서 구현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

전을 가지고 3GPP에서 표준화를 시작하였다[1-3]. 

IMS 는 기본적으로 SIP 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세

션 제어를 위한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 시스템으

로써, 응용계층, 제어계층 그리고 연결계층으로 체계화

할 수 있다. 응용계층은 사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응용서

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한다. 제어계층은 CSCF 를 기반

으로 세션의 설정, 업데이트, 해제 기능을 수행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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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의 QoS 정책, 운용관리 및 

과금에 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연결계층은 라우터

와 스위치를 통해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전달하고 제어 

및 응용 계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올려준다. 

그림 1 은 IMS 제어와 같은 서비스 제어를 요구하

는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 

본 논문에서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란 

IPTV 서비스와 같이 광대역을 요구하고, 단대단 QoS 를 

요구하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즉,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 고품질

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방송

형서비스를 말한다. 

프리미엄 IPTV 서비스 가입자는 스포츠 중계를 시

청하며 해당 채널에 조인해 있는 커뮤니티 멤버와 음성 

채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스포츠 

중계 해설자의 음성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Ⅲ.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구조   
 

기존 IMS 구조에서는 IPTV 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

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어 기능이 정의 되어 있지 않

다. 또한 멀티세션 제어 기능 및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제어 기능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IMS 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 제어

를 위한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2 는 IMS 기반 프리미

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 구조를 나타낸다.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구조는 응용계층에 멀티캐

스트 기술을 사용하는 방송형서비스 서버가 있다. BS-

AS 는 방송채널 세션을 위해 BSCF 와 음성세션을 위해 

S-CSCF 와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BSCF 는 방송형 서비

스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멀티캐스트 기능을 위해 

MSCF와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MSCF 네트워크 노드 제

어 기능 블록과 인터페이스를 갖고 멀티캐스트 QoS 제

어를 수행한다. 

 

그림 2. IMS 기반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구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존 인터넷망과 별도의 프리미

엄망을 구축하여 방송형 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자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융합되고 개인화

된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IMS 를 기반으로한 프리미엄 IP 멀

티캐스트 서비스의 예를 제시하고 IMS 기반 프리미엄 

IP 멀티캐스트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멀티 

세션을 제어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요구하는 QoS 를 네

트워크 노드에게 프로비젼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가입자는 다양한 컨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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