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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환경에서 트래픽증가에 따른 IPTV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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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PTV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network traffic on the Internet Environment

Tae-Kyung Cho

Dept. of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Engineering, Sang-Myung Univ.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와 TV기술의 융합분야인 IPTV에 관한 연구로써 인터넷 환경에서 망의 트래픽증가
에 따른 IPTV의 영상품질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인터넷망과 유사한 모의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트래픽증가에 따른 IPTV의 수신 영상의 품질을 V-Factor 측정모델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결과는  IPTV 방송에서 시청 가능한 화질의 V-Factor, 네트워크 성능 측정요소, 콘텐츠 관련 측
정요소 등에 대한 임계치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IPTV 융합기술, 영상품질평가, 네트워크 트래픽 QoS, V-Factor

Abstract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IPTV that is the convergence technique of TV and network technique 
and perform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icture quality of IPTV in the situation of increasing the network 
traffic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o do this, we constructed the mock Internet network similar to the real 
Internet environment and measured the quality of received video using V-Factor model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network traffic,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Making use of the result of this paper 
for the threshold value of V-Factor, the measured factor of network performance, the measured factor of video 
performance in the watchable IPTV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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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IPTV 시스템구성 및 성능평가

TV와 네트워크의 융합기술인 IPTV 시스템은 최근에 

IT분야에서 확고한 치를 확보하면서 시장을 넓 가고 

있는 추세이다. IPTV 시스템은 크게 Headend, Network, 

Home, OSS(Operational Support System) 의 4개의 부분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Headend는 실시간 방송을 한 

IP 멀티캐스 (Multicasting)을 지원하는 로드캐스  

서버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한 IP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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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Unicast)를 지원하는 비디오 서버(Video Server), 

웹 서버 형태로 지원하는 어 리 이션 서버, 메일 서버

로 구성된다.

[Fig. 1] The block diagram of IPTV system

IPTV 사업이 성공하려면 통신망을 통해 송되는 

상 품질의 우수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품

질의 상을 제공하기 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어 진

다.

IPTV 상은 IP 기반의 통신망을 통해서 송되므로 

가장 간단한 방송 상품질 평가 방법은 기존의 IP 통신

망의 성능 평가 방법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패킷 

송률에 한 통신망의 QoS를 보장하여 IPTV의 상 

품질을 간 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IPTV의 경우

는 IP 기반의 통신망 품질평가 방법만으로는 IPTV의 

상품질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 를 들어 IPTV 상을 

송하기 해서는 연속 인 패킷 스트림을 생성하게 되

고, 이런 스트림의 구성요소  일부가 손실 는 락 

될 경우에는  양질의 상을 재생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래서 국제 표 화 기구에서는 IPTV 만을 한 상품질 

평가 방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IPTV 상품질평가 방법으

로는 기존방식의 IP 통신망의 품질평가 방법과 디지털 

상에 한 상품질평가 방법, 재 논의가 되고 있는 

IPTV를 한 상품질평가 방법 등이 있다. IP 네트워크

를 한 품질 평가 방법으로는 IPPM(Internet Protocol 

Performance Metrics) Working Group 과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에서 제안한 방법과 ITU-T에

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1,2].

IPTV의 성능평가를 한 평가하기 한 QoE(Quality 

of Experience)방법으로는 크게  FR(Full Reference) 방

식과   RR(Reduced Reference), NR(No Reference) 방식 

나 어 볼 수 있다[3,4]. 그 에서 NR방식으로는 

QoSmetrics사에서 제안한 MPQM(Moving Picture 

Quality Metrics) 모델 기반으로 측정하는  V-Factor측

정 모델이 있다[5,6].

1.2 V-Factor 측청모델

본 논문의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증가에 

따른 IPTV 성능평가를 해 실험에서 사용한 상화질 

평가방법은 QoSmetrics사에서 제안한 NR 방식의 

V-Factor를 이용하 다. NR의 장 은 실시간으로 수신

된 상의 화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V-Factor의 

측정모델 블록도는 [Fig. 2]와 같다[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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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block diagram of V-Factor measured 
model

의 V-Factor 의 측정모델 블록도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V- factor:=Q er(qs)*(1-e
P lr/ Γ

r )

Q er(qs)  : 양자화 값의 함수이며 주어진 코덱에 

한  인코더로 부터 입은 손상 정도를 측정한다.  

qs=1일 때에 최 값은 5이고 압축비는 1이다.

P lr  : 패킷 손실에 한 확률비로  비디오 지터 버

퍼길이, PCR 지터, 네트워크 지터, 패킷 손실 등에 

한 함수 값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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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r
 : 상 이미지의 복잡도(엔트로피)을 측정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정 매개변수인 참조 

임의 비, 비참조 임(I, B, P) 역폭, 역폭

의 변  등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1.0의 높은 복

잡도와 4.0의 낮은 복잡도 사이에 값을 갖는다

[10,11].

2. IPTV 성능평가를 위한 환경구축

2.1 실험 영상의 특성

IPTV 성능측정을 한 실험 상은 움직임이 많아 화

질 왜곡에 민감한 지상  KBS 방송사의 축구 스포츠

계방송을 Full HD 방송 상을 캡처하여 사용하 다.  실

험에 사용한 상의 규격은 <Table 1>과 같다.

Item Specification

 Image name  SOC

 Contents  KBS Soccer(Sports)

 Stream Protocol  UDP

 Format  MPGT-2 Transport

 Bit rate  19Mbps

 해상도  1920 x 1080i

 Bit Rate Mode  CBR

 Frame Rate   29.970fps

 Image Compression Codec  MPEG-2 Video

 Voice Compression Codec  AC3 X 2channel

 Image Compression Bit Rate  17Mbps

 Voice Compression Bit Rate  384Kbps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experiment video
data

2.2 실험 측정 항목

실험은 본 연구에서 실제 인터넷과 유사하게 구축한 

모의 인터넷 망 환경에서, <Table 1>의 실험 상을 멀

티캐스트 하고, 동시에 체 망의 트래픽을 단계 으로 

증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수신된 상의 품질을 측정하

다. 실험 측정요소는 크게 MPQM모델 기반의 측정항목 

V-Factor, 네트워크 성능 측정요소, 상데이터 내부의 

정보량에 따른 콘텐츠 련 측정요소로 구성 된다 [5]. 각 

측정요소의 항목과 의미는 <Table 2>와 같다.

Measure Item Meaning

V-Factor
The measure value of received video 

quality

Measured 

factor of 

network 

performa-

nce

Network Loss
The probability value of transmitted 

frame loss

Out of Sequence
The number of received frame's 

arrived order error 

Jitter Discards
The discard frame number caused 

by Jitter 

PCR- Overall 

Jitter(㎲)
Synchronized stream's Jitter(㎲)

Loss Episode 

Length

The maximum frame loss number of 

specific measured period

Loss Episodes

The cumulative frame number at 

specific measured period from begin 

measured point

Measured 

factor of  

video 

content 

performa-

nce

Program Rate 

(Kbps)

The stream transmission speed per 

second of video

Quantizer
The measured video of quantiz 

-ation level number

Compression 

Ratio

The sum of I+P+B frame in 

measured period

I-Frames
The I frame number of measured 

period

B-Frames
The B frame number of measured 

period

P-Frames
The P frame number of measured 

period

<Table 2> The Item of experiment measure

[Fig. 3]은 통신망 성능 련 측정요소의 오류와 수신

상의 화질왜곡 상과의 련성을 제시한 것이다

[12,13].

Out of SequenceOut of SequenceJitterJitter Packet LossPacket Loss

[Fig. 3] Video distortion due to the errors of 
network estimate factor

2.3 모의 인터넷 실험망 구축

모의 인터넷 실험망 구축은 [Fig. 1]에서와 같은 IPTV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의 실험망을 구축하기 해 [Fig. 

4] 와 같이 형태의 모의 인터넷망을 구성하기 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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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2800 라우터 2 ,  2950 스 치 2 를 사용하 으며, 

모든 포트는 100Mbps 이더넷으로 연결하 다. 백본 코

어망 도메인에 해당하는 망 부하 생성장치(SmartBit 

6000C), 멀티캐스트 방송 스트리  서버는 동일한 스

치에 연결하고 라우터 간은 100Mbps 이더넷으로 연결했

다.

가입자망은 셋탑 박스, 멀티캐스트 방송 수신 클라이

언트 시스템 등으로 구성하 으며, 스트림 방송 트래픽 

측정 장비인 Netwarrior, 멀티캐스트 스트림 방송 분석 

장비인 NetAdviser를 사용하여 V-Factor를 측정하 다.

본 실험망에서 사용한  라우  로토콜은 OSPF이며, 

멀티캐스트 라우  로토콜은 PIM-dense mode로 설정

하 다. 한, 멀티캐스트 Join을 하기 해 IGMPv3로 

설정하고, 스 치는 IGMP snooping 로토콜을 활성화

하여 동작시켰다[14,15].

[Fig. 4] The blcok diagram of mocked internet 
experiment network

[Fig. 5] The real picture of mocked internet 
experiment network.

모의 인터넷 실험망에 사용되는 주요 실험 측정 장비

의 규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Name Function Picture

NetAdvisor

Symmetricom company's QoSmetrics 

measure equipment  used for V-factor. 

Management / Configuration / 

Reporting (Real-time QoS and data 

analysis) SOAP/XML interface for 

third party OSS

NetWarrior

The received part measured 

equipment that investigate the 

hardware traffic based IPv4 or IPv6 

and report the date to the 

NetAdviosr

OptiView Pro 

Integrated 

Network 

analyser

The generating network traffic and 

capturing and analysing the traffic 

data on  the LAN/WAN 

SmartBits6000C

The Unicast, multicast or broadcast 

traffic, Frame size, Frame rate, 

Utilization, Number of frames to 

transmit, Protocol type, IP TTL, IP 

TOS(QoS) traffic generating equipment 

using the module of LAN-3324A 

SmartMetrics XD 10/100/1000 Mbps 

and Gigabit Ethernet Fiber, 4-Port 

at the core backbone network

<Table 3> The specification  of experiment
            measured equipment

2.4 실험 시나리오

<Table 4> 에서 사용한 약어는 모의 인터넷 망에 강

제로 부과한 부하 트래픽으로 UNI(유니캐스트 부하 트

래픽), 상이름  SOC(스포츠 : 축국경기)를 의미한다. 

CoS(Class of Service)는 Diff-Serv 모델 QoS 보장기술

을 용한 송수신 트래픽의 우선순 를 제공하는 값을 

의미한다[16,17,18].

UNI SOC CoS=0 CoS=1 CoS=2 CoS=5

<Table 4> The video quality measure and analysis 
table of mocked internet experiment 

<Table 5> 와 같은 순서로 모의 인터넷 망에 부하 트

래픽을 발생시켜 수신된 상의 품질을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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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rate
Network

Load
Load method

75.00 74.00 Unicast

76.00 75.00 Unicast

76.50 75.49 Unicast

76.52 75.50 Unicast

76.59 75.56 Unicast

76.62 75.60 Unicast

76.68 75.66 Unicast

76.70 75.69 Unicast

76.79 75.77 Unicast

76.81 75.79 Unicast

77.50 76.46 Unicast

79.00 77.94 Unicast

80.00 78.93 Unicast

81.00 79.92 Unicast

81.50 80.41 Unicast

81.51 80.42 Unicast

81.59 80.52 Unicast

81.62 80.53 Unicast

81.68 80.60 Unicast

81.70 80.63 Unicast

81.79 80.71 Unicast

81.81 80.73 Unicast

82.50 81.41 Unicast

84.00 82.89 Unicast

<Table 5> The network load table of simulated 
internet experiment 

3. 실험 결과

실험결과는 [Fig. 6]에 나타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6] The comparison of V-Factor UNI each 
CoS value

[Fig. 6]을 살펴보면,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V-Factor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S=0 혹

은 CoS=1 용하 을 경우는 트래픽증가에 따라 IPTV 

수신 상의 품질이 격히 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CoS=2 혹은 CoS=5을 용하여 QoS을 보장하 을 경우

는 우수한 상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네트워크

의 QoS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 CoS =0 경우에는 트래픽

부하가 76Mbps 부분에서부터 수신 상의 품질 하가 

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 

[Fig. 8], [Fig. 9]은 본 실험에서 수신된 상들을 나타낸 

것이다.

      

 

[Fig. 7] Captured Image of SOC video frame at 
V-Factor=4.78

[Fig. 8] Captured Image of SOC video frame at 
V-Factor=4.23

[Fig. 9] Captured Image of SOC video frame at 
V-Factor=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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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IPTV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모의 인

터넷 망을 구축하고,  HD  상 데이터를 멀티캐스  

서비스를 통해 통신망 상에 송한 후, 통신망 상의 트래

픽 부하에 따른 IPTV 수신 상품질의 변화를 살펴보았

으며,  상품질에 따른 통신망 측정요소의 임계치를 도

출하 다.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신 상이 왜곡 없

이 송신 상과 동일한 품질을 나타내기 해서는 

V-Factor값이 4.6이상은 되어야 하며, 일부 왜곡은 있으

나 시청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

는 경우의 V-Factor의 값은 4.3 이상임을 확인 하 다. 

V-Factor의 값이 4,3 미만인 경우의 상은 시청이 힘들 

것으로 단된다. 한 V-Factor 값과 련된 네트워크 

측정요소와 상콘텐츠 측정요소 값도 함께 제시하여 다

른 측정요소간의 상 성을 제시하 다.  결론 으로, 

IPTV에서 HD  동 상을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할 경우 

최소한 <Table 6>의 상품질 “우수” 항목의 네트워크 

련요소들을 만족시켜야만 양질의 IPTV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HD  IPTV 동 상을 인터

넷 망을 이용해서 송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망 허용 역폭의 임계치에 근

방에서 상의 품질은 10Kbps 이하의 변화에서도 상

품질은 민감하게 변화한다. IPTV 멀티캐스트 스트리  

방송은 최소한 송 역을 보장할 수 있는 QoS 기술을 

용해야 상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Video 

quality

V-F

mean

Network

Loss

Out of

Sequence

Jitter  

Discards

PCR-

OJ

(ms)

Loss-

EL

Loss

-E

Very 

good
4.73 7.15E-05 1.37 1.73 5.08 0.69 1.81

Good 4.52 8.44E-04 6.36 2.44 4.68 2.03 3.61

Average 4.25 8.87E-03 39.93 0.78 4.88 14.39 15.18

Low 

average
3.94 1.19E-02 61.53 1.83 4.73 14.19 18.65

Bad 3.72 1.38E-02 64.25 1.88 4.30 14.00 20.94

<Table 6> The network item value of each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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