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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인터넷방송 서비스의 경우 많은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용자에게 효율

인 IP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멀티캐스트를 통한 방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

만 기존의 멀티캐스트의 한계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문제 이 있다. 한 기존의 PC
기반의 서비스에서 넷북, 스마트폰의 다양한 사용자의 기기를 서비스하기 한 한계 이 발생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멀티캐스트의 장 을 수용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IPTV  인터넷방송서비스에 최 화된 방송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 하 다.

<그림 1> 기본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술 개념도

1. 서론

   IPTV  인터넷방송서비스는 멀티캐스트를 통하여 다

수의 사용자에게 고화질 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

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기 

해서 네트워크 역폭의 효율 인 사용과 PC기반에서 타

블릿,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기의 지원을 한 연구가 진행

이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기지원, 네트워크 사용의 최 화  

멀티캐스트의 단 을 보안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반 

방송서비스를 설계 하고 구  하 다.

2. 련연구

   멀티캐스트는 다수간의 통신을 해 제안된 기법이다 

기존의 멀티캐스트는 많은 사용자에게 1:다 통신이 가능한 

기법이고 이러한 사용자를 수용하기 하여 SPT(Shortest 

Path Tree)와 MST(Minimum spanning Tree)기법을 통

하여 소스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송트리를 효율 으로 

구성하고 있다[1]. SPT의 경우 Dijksta알고리즘[2], Ford 

& Fulkerson 알고리즘[3] 등이 있다.

   오버 이 멀티캐스트는 기본 인 멀티캐스트의 기능을 

사용자 단말에 포함하여 멀티캐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기

존의 환경을 극복하고 멀티캐스트의 장 을 수용하고 단

을 극복하여 네트워크의 효율 인 사용과 사용자 자원

의 공유를 통한 Application Level Multicast 이다[4][5].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 

H0301-13-1006)

3. 체 시스템 구성

체 시스템은 의 그림과 같이 4가지의 주요한 모듈로 

구성하여 네트워크 상황  IP 멀티캐스트가 지원되지 않

는 제한된 환경과 같은 곳에서도 멀티캐스트를 구성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각 단말기 상황에 맞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 그룹을 찾아 해당 그룹에 가입을 하

게 되며 가입된 사용자는 SSEN 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요청한 방송서비스를 송받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해당 

방송서비스를 송해주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

<그림 2> 송 시스템 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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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역할

CP

(Content 

Provider)

- CP는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미디어를 등록하고 

RPS에 해당 미디어  자신의 정보를 등록.

- 등록된 CP는 RPS에 정보가 장되어 Clinet의 채

 리스트에 제공하고 이를 선택하고 Play함으로

써 Client는 미디어를 시청.

RPS

(Rendezvo

us Point 

Server)

- 체 시스템을 리하는 리 서버로 사용자들

이 우선 으로 속하여 미디어정보를 제공.

- RPS는 CP나 Client가 최 로 속하는 곳으로써 

재 방송채 에 한 모든 정보와 CP가 제공하

는 미디어의 송을 한 SSEN의 정보도 포함.

SSENS

(SVC 

Stream 

Exchange 

Network 

Server)

- SSEN는 기존의 IP멀티캐스트의 장 을 수용하고 

단 을 보완하기 한 방책으로 설계.

- 오버 이 멀티캐스트가 사용자를 통한 라우  정

책을 가지게 되므로 사용자단의 외사항의 발생

으로 인한 트리의 재구성  신뢰성 있는 미디어

를 송하기 하여 사용.

- SSEN는 한 앞으로 3Screen 서비스에 맞추어 

고화질/ 간화질/ 화질의 상을 각각 사용자의 

디바이스(Device)의 형태와 규격에 맞는 화질을 

송하기 하여 설계.

Client

- 송받은 채 의 리스트를 선택하고 해당 채 에 

조인(join)하여 자신이 가장 최 의 상황에서 송 

받을 수 있는 SSEN나 다른 클라이언트를 선택

<그림 4> 트리구성을 한 Control Packet 생성수

<그림 3> 그룹 트리 구성 지연시간 

   CP는 방송콘텐츠를 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

버 이 멀티캐스트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설계된 

SSENS들과 방송콘텐츠를 모두 서로 고유하여 각 방송서

비스별 스트림에 따른 오버 이 망을 구성하여 사용자에

게 서비스하게 되고 오버 이망 구성  한 실시간 방

송에서 사용자의 빈번한 Join/Leave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 Flooding방식을 사용한 채  그룹을 설정하 다.

<표 1> 각모듈  역할

4. 시뮬 이션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설계한 시스템과 기존의 

Shortest Path Tree간 성능을 비교 하 으며 테스트할 각 

노드들 간의 랜덤한 거리값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토폴로

지를 구성하여 라우  경로를 선택하고 그룹 트리 구성 

지연시간을 측정하 다. 

   한 노드들이 트리구성을 해 생성한 Control 

Packet 생성수도 비교하 으며  노드수가 증가하면 할수

록 Control Packet의 수가 기존의 Shortest Path Tree 알

고리즘에 비해서 히 감소함을 보 다. 이를 통하여 실

시간 IPTV  인터넷방송서비스와 같이 빈번한 사용자의 

채  이동에 한 오버헤드도 감소 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법을 이용한 

IPTV  인터넷방송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하 고 구 하

다. 기존의 IP 멀티캐스트가 방송서비스를 한 효율

인 방안이지만 네트워크 상황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보다 효율 인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의 단  한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하여 실

시간 방송서비스에서 빈번한 사용자의 채 변환  이에 

따른 오버헤드를 감소시켰으며 SVC 미디어를 서비스 함

으로써 하나의 멀티미디어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하고 구 하 다. 향후 보다 구체

이고 성능이 향상된 트리 구성, 트리 복구를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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