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 Networking Technologies for IPTV2.0 Service

서 론I.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전화 방송 인터, ,

넷 기술들이 방송의 디지털화와 광대역 유무선 통

신 기술의 발전으로 코어 망을 통해 융합하고IP

있다 다양한 산업 간의 벽을 허무는 대표적 융합.

서비스인 는 전세계 여 개 이상의 사업자IPTV 280

들에 의해 시범 또는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며 음성 데이터 및 방송이라는 세 가지 미디어[1], ,

의 결합을 의미하는 에TPS(Triple Play Service)

이동성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QPS(Quadruple

로 발전하고 있다Play Service) [2].

그림 정보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1. /

Fig. 1. Digital Information Consumer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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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적인 통방융합 서비스로 자리 잡을IPTV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광대역 통신망의 출현 디,

지털 방송기술의 발전 및 웹 을 모토로 하는 사2.0

용자의 정보 소비 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3, 4].

그림 에 보인 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소비행태 변1

화를 보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

는 정보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역할에서 점차 개인

화된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하며 정보 콘텐츠를 창출/

하는 주체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정보의 이용[5].

패턴도 소유에서 공유에 의한 새로운 정보가치의

창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 6].

서비스는 이처럼 개인적이면서 공유와 참IPTV

여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욕구 변화를

지원하며 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IP

제공하는 고부가가치형 융합서비스로 진화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으로 명명되는 차세대. IPTV2.0

통방융합 서비스의 진화 방향 및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기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서비스를. IPTV2.0

정의하고 의 특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IPTV2.0

위한 기술들을 네트워킹 관점에서 논한다 또한 각.

서비스 특징을 기반으로 한 현재까지의 서비스 분

류와 향후 서비스 및 기술 진화적인 측면에서의 발

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서비스 정의. IPTV2.0Ⅱ

ITU-T IPTV-GSI(Global Standard Initiative)

에서는 서비스를 품질 보장 보안 및 신뢰성이IPTV ,

보장되는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비디오 오IP TV, ,

디오 문서 그래픽 및 데이터 서비스 등과 같은 멀, ,

티미디어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달망[7].

에서의 신뢰성 보안성 및 품질 보장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하는 NGN(Next Generation Network)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전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망

을 이용하여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IP

방향으로 실시간 방송 주문형 비디오, (VoD: Video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멀티on Demand), ,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로 정의IPTV

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신뢰성 및 보안성을 주안점.

으로 하는 의 정의에 비해 양방향성이 강조ITU-T

된 측면을 갖는다 즉 방송의 일방향성 통신의 쌍. ,

방향성 연결성의 특징이 결합되어 광대역화된 망, ,

을 통하여 양방향 멀티미디어의 전송 서비스가

를 통하여 제공된다는 개념이다IPTV .

현재까지의 서비스 정의는 유선 기반의IPTV

양방향성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등 서비스에. IPTV IPTV

이동성 지원 기술을 접목하려는 유무선 통합이 산

학연 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년 이후, 2010

부터는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4A(Any Time, Any

를 충족하는Where, Any Device, Any Contents)

다양한 형태의 기반QPS(Quadruple Play Service)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IPTV2.0 .

현재의 폐쇄적 인 서비스 제공 형태(Walled Garden)

가 개방형 구조로 변할 것이며IPTV(Open IPTV) ,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단말과 플랫폼이 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서비스 개념2. IPTV2.0

Fig. 2. IPTV2.0 Service Concept

본 논문에서 기술되는 은 기존IPTV2.0 IPTV

서비스의 정의를 승계하면서 그림 에서 보인 것과, 2

같이 이동성 지능성 참여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특, ,

징으로 정의된다 이동성 기술은 무선랜. , WiBro,

등 무선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가입자가3G/4G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고품질의 실시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바Mobile IPTV

탕이 되며 이에 연계하는 네트워크 자원 제어 및,

서비스 체감품질 관(QoE: Quality of Experience)

리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성은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가입자

단말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에 융합되는 음성IPTV ,

실시간 메시징 화상 통화 게임, , , e-Commerc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e-Government ,

가입자 개인의 선호도 및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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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비스 제어 및 가입자 관리 기술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성은 가입자가 콘텐츠 이용자가

될 뿐 아니라 커뮤UCC(User Created Content),

니티 블로그 등 개인형 방송 콘텐츠의 제TV, TV

작자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Prosumer

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을 웹 기반,

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은 개방형 컨텐츠 마켓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특징. IPTV2.0Ⅲ

서비스는 초기IPTV VoD(Video on Demand)

중심의 서비스로 시작하여 실시간 방송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 및 유무선 연계가 가능한 종합 서비

스로 발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등 기본[8]. VoD

서비스 이외에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IPTV

올 특징적인 서비스에 대해 고찰한다.

양방향 서비스1.
단방향의 정보 전달에 그친 방송 서비스에 통신

의 양방향성을 결합함으로써 는 다양한 서비IPTV

스를 제공한다 주문형 서비스를 비롯. (On-demand)

하여 푸쉬 형 서비스 및 클릭 형 서비, (Push) (Click)

스 등 실시간 비실시간형 양방향 서비스들이 개발되/

어 보급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1].

표 양방향성 지원 서비스 분류1. IPTV

Table 1. Classification of Interactive IPTV

Services

서비스 분류 대표 서비스

통신형서비스

T-Communication

메신저SMS, TV- , TV-mail,

영상전화

상업형서비스

T-Commerce

양방향 광고, T-Shopping,

증권T-Banking,

정보형서비스

T-Interactive

생활정보 날씨 교통 뉴스( , , ,

문화 요리 등, )

오락형서비스

T-Entertainment
노래방 배팅Game, ,

참여형서비스 설문 여론조사,

교육형서비스
유아 중등 어학 자격증, , , ,

세미나, e-learning

웹기반서비스

TV Portal
풀브라우징 서비스, Push

표 은 양방향성이 가미된 서비스 분류이1 IPTV

다 양방향 서비스에는 기존의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를 통하여 사용할 수IPTV

있게 하는 생활정보 교육 웹 포털 등이 포함된다, , .

또한 영상전화 등 기존의 전화 서비스를SMS,

에서 구현한 통신형 서비스가 있다 최근에는IPTV .

와 결합하여 가입자 의견이나 주요 정보를 실VoD

시간으로 콘텐츠와 연계하여 주고받을 수 있VoD

는 융합형 양방향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양방향성 서비스들은 변화하는 사용자의 정보이

용 행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많은 종류의 융복합 양

방향성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방향 서비스 제어 기술과 서비스 플랫

폼 기술 등이(SDP: Service Delivery Platform)

서비스에서 갖는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IPTV .

이동형 서비스2.
무선랜 등 광대역 무선 통신 서비, WiBro, 3G+

스의 보편화와 이동형 개인 휴대기기의 증가는 이

동성을 지원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이동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동성을 부가한 초기 방송미디어 서비스는 Takeout

개념으로 케이블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TV

어느 곳에서나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제안되

었다 이는 케이블 방송을 단순 무선 연결해[13].

주는 개념에서 개인자료를 저장하여 형식으로VoD

스트리밍 해주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점차

진화 중에 있다.

에서 이동형 서비스는 유선의 품질과 안정IPTV

성 무선의 이동성과 편리성이 결합된 유무선 통합,

환경 기반의(FMC: Fixed-Mobile Convergence)

서비스로 정의된다 유무선 통합의 초기 형태[14].

는 유선과 무선 서비스를 기술적인 연결 없이 번들

로 제공하는 결합 서비스 형식으로 새로운 기능이

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단지 사용자에 대한 가,

격 할인이나 통합과금 같은 편의를 제공해 왔다.

유무선 통합의 발전된 형태로 원폰(One-phone)

서비스나 펨토셀 서비스를 들 수 있다(Femtocell) .

원폰 서비스는 유무선 기능을 함께 가지는 듀얼모

드 단말기로 가정에서는 무선랜 AP(Access point)

를 통하여 일반전화로 통화 연결을 하며 이외 지역,

에서는 이동전화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KT

와 영국 에 의해 상용 원폰 서비스가 제공되고BT

있다 펨토셀은 기능적으로 원폰 서비스와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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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최소형,

이동전화 기지국 을 통해 서(Femto Base Station)

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가격.

인하 효과를 주며 사업자에게는 네트워크 구축비용,

과 주파수 부하 절감 측면의 이점을 준다.

현재 의 이동형 서비스 기술은 을 전IPTV BcN

제로 하여 를 기반으로 한 및 계층의 단IP L2 L3

말 이동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축 사업은 통신 방송 인터넷이[16]. BcN , ,

융합된 품질 보장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

디서나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이용할 때 다양한 액세스 망을 통한 단말

이동 상황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이 동종 망

또는 이종 망간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끊김없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망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표준 기술이 등ITU-T, IETF, 3GPP, IEEE

기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이동성 지원을 위한 관.

건은 이동 단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올바른 목

적지로 정보 및 콘텐츠가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위

치관리 기술과 단말 핸드오버 상황에서(Handover)

새로운 경로를 통해 끊김없는 통신 연결을 제공하

는 핸드오버 제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표 이동형 서비스 분류2. IPTV

Table 2. Classification of Mobility Services

이동성 분류 정의 및 서비스 예

단말 이동성

(Terminal

Mobility)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단말이

이동 하거나 또는 상이한(Handover) ,

위치에서 동일 단말이

사용 될 수 있도록(Roaming)

지원하는 단말 및 네트워크의 기능

예 휴대 단말로 방송 시청 도중)

기지국 간 핸드오버

사용자 이동성

(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단일 를Personal ID

기반으로 어떠한 단말을

이용해서든지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

예 를 이용해 휴대폰) SIM Card

단말을 변경 후 계속 방송 시청

서비스 이동성

(Service

Mobility)

사용자 및 단말의 위치와 무관하게

특정 가입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기능

예 사용자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

이동형 서비스는 현재의 단말 이동성 지원 위주

에서 향후 단말 기기간의 사용자 이동성(Personal

및 서비스 컨텐츠 등이 사용자를 따라Mobility) ,

이동하는 서비스 이동성 까지 지(Service Mobility)

원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있는.

고속의 이동성 서비스는 의 핵심적인 요소IPTV2.0

가 될 전망이며 이종 망간 핸드오버 발생 시에 지,

속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해 주는 품질보장형 이동

성 기술 또한 향후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동형 서비스는 양방향 서비스 및. IPTV

웹 서비스와의 융합 형태로 진화되어 이동성 기, IP

술 서비스 제어 기술 네트워크 자원 관리 기술 등, ,

이 복합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 기반 서비스3. 2.0
참여 공유 개방의 개념을 내세우는 웹 이, , 2.0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에 대한 적용도 인터, IPTV

넷 포털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늘어나고IPTV

있는 추세이다 에서 요구되는 참여성[9]. IPTV2.0

및 개방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서비스 플

랫폼을 활용하는 프레임워크 필요성이 대두IPTV

되고 있는 실정이며 웹 은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2.0

요소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웹 의 등장에 의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패2.0

러다임 변화는 다섯 가지의 주요 특징으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프로슈머의 등장이다 일방[9, 10]. .

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던 사용자가 정보 제공자가

되어 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둘째.

는 개인화 서비스이다 이는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

가 전달되는 기존 개념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목

적에 맞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프로슈머 및 개인화 서비스의 특징은.

나RSS(Really Simple Syndication) UGC(User

서비스 등에서 볼 수 있다 셋Generated Content) .

째는 공유 참여의 지원이다 태깅 소셜 네트워크, . ,

기술 등 공유 및 참여가 지원되는 서비스 중심적인

브라우징 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넷째는.

와 같은 리치 인터넷 응용Ajax (RIA: Rich Internet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웹 응용 환경의Application)

변화이다 최근의 웹 환경은 데스크톱 환경과 동일.

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

다 다섯째는 개방성이다 네트워크에 분산된 다양. .

한 응용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진화를/

용이하게 하는 기반 메쉬업 서Open API (Mashup)

비스 기반,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웹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웹 의 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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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변화는 사용자 서비스 및 콘텐츠 중심의 인,

터넷 환경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표 서비스를 위한 웹 요소 기술3. IPTV 2.0

Table 3. Web2.0 Technologies for IPTV

IPTV

서비스

요소기술

IPTV

서비스

특징

웹 요소기술2.0

주요특징 관련기술

콘텐츠 개인화,

대화형

Metadata

Delivery

EPG, RSS, RIA,

Tagging

플랫폼 개방형,

분산형

Service

Buildup

Mashup, REST,

Open API

네트워크 개방형 Web Service

단말 융합형,

유비쿼터스

Rich User

Interface

UCC, AJAX

개인화 참여 개방 및 공유의 웹 개념의, , 2.0

서비스로의 적용은 다양한 서비스 개IPTV IPTV

념으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웹 포털의.

서비스 진출로 시작하여 웹 트랜드의IPTV 2.0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이 이슈로 등장하고IPTV

있다 표 은 현재의 웹 의 요소 기술과. 3 2.0 IPTV

서비스 요소 기술에 대한 서비스 특징간의 관계를

보여준다[9, 10].

년의1990 “Video On Demand: Is It

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네트워크Feasible?”

를 통한 비디오 서비스의 가능성이 인터넷 기술의

급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성장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듯이 웹 기술은 그 다양성으로 인, 2.0

하여 로부터 서비스 생성 전달 플랫폼 사용자HW , ,

서비스까지 서비스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IPTV

으로 전망된다[9, 12].

세션 기반 서비스4.
현재의 서비스를 위한 인터IPTV Best-effort

넷 망은 세션 제어 개념을 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전화망의 다양한 세션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기존 망에서. IP

세션 기반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IMS(IP

가 제안되었다 는 무선Multimedia Subsystem) . IMS

통신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에서 처음3GPP

제기하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하고ETSI, ITU-T

있는 제어 플랫폼으로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IP

패킷 기반의 음성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등의, ,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세션 제어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는 이동 통신망과 유선망 등. IMS

을 상관없이 기반으로 각종 통신 서비스를 연계IP

시켜 주는 유무선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는. IMS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구조를 제공하는데 의 사용은 이동통신 서, SIP

비스를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와 융합

될 수 있도록 해 준다[17, 18].

는 기본적인 음성 모바일 서비스를 뛰IMS IPTV· ·

어넘는 융합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단순한 음성 영상 데이터 서비스의 번. , ,

들링 제공에 그치지 않고 위치 기반 서비스 (LBS:

멀티미디어 공유 및 저Location-Based Service),

장 모바일 자동 전송 서비스 화상 전화 등의 진화, ,

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는 서비스 계층과 전송계층이 분리된IMS

과 함께 사용될 경우 그 효용성이 극대화 될NGN

것으로 예상된다 에서 지원되는 전송 계층의. NGN

제어 및 기반의 서비스 계층 제어가 밀접하게IMS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네트워크.

를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서비스에 참여IPTV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현재처럼 특정,

사업자에게서 제한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

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의 존재. IMS

가치와 미래는 단순히 세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한

다는 의미보다는 서비스 제어 및 수행을 위한 부가

정보를 전송 계층의 정보와 함께 망에서 통합 관리

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프라를 이용하여 등 융합 미디어 서비IMS IPTV

스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들을 구축할 수 있다Enabler .

기술 진화 방향IV. IPTV2.0

본 장에서는 미래 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

른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진화의 주안점에IPTV2.0

대하여 기술한다.

품질보장형 네트워킹 인프라1. 4A
에서 추구하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IPTV2.0 ,

고품질의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동

형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이동성 지원 및

다양한 유무선 액세스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품질 관리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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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동성 제어 기술은 동종 망 내에서 이동하는

단말의 무선 셀 또는 도메인 간의 핸드오버 지원에

서 이종 액세스 망간 핸드오버(Vertical Handover)

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다,

양한 액세스 망을 이동할 때 느끼는 통신 품질 변

화를 최소화하는 기술의 연구가 주요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이종 망간의 이동성은 단말에 대한 위치 주소

및 라우팅 경로가 변화(CoA: Care-of-Address)

하는 핸드오버 절차를 동반하며 이를 위해서는L3 ,

계층의 이동성 지원 기능의 제공이 필수적으로IP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이동성 지원 기술은 크게. IP

단말 기반 방식 및 네트워크 기반(Host-based)

방식으로 분류되어 개발되고 있(Network-based)

다 의 를 대표로 하는 단말. IETF MIP(Mobile IP)

기반 이동성 지원 기술은 망 내의 특정 노드에 대

한 트래픽 집중 및 단말의 프로토콜 스택에 수IP

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망에서 널리

활용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30, 31].

최근 이동성 분야의 주요 추세로는 제어 기능을

망에 집중함으로써 단말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최

소화하는 망 기반 방식에 더불어 계층 간의L2/L3

연동을 통해 핸드오버 처리 절차를 고속화 최적화하/

는 계층혼합형 기술이 융합되는 형(Cross-layered)

태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망 기반 이동성 제어.

기술로 의 을 들 수 있IETF PMIP(Proxy MIP)[32]

으며 계층 간의 연동을 위해서는, L2/L3 IEEE

표준802.21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기술과 이를 이용한 유무선 통합 액세스 제어 및

고속 핸드오버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33].

의 구조는 망 내의 이동성 관리 에이전트PMIP

들이 도메LMM(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인으로 정의된 영역 내에서의 단말 핸드오버 시 새

로운 등록 절차 및 패킷 전달을 위한 터널 경CoA

로를 변경하는 일련의 제어 절차를 전담한다 이는.

단말 요구사항을 최소화하고 핸드오버 처리 지연을

줄이는 망 기반 이동성 제어 방식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제한된 영역의 지역적 이동성 관리를 목표,

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과 같이 다양한 액세스NGN

기술이 통합된 대규모의 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안고 있다 우선.

을 적용하는 도메인을 크게 설정할 경PMIP LMM

우 에서 특정 노드에 트래픽이 집중하는 것과, MIP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 도메, LMM

인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메

인 간 핸드오버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 이동성 기술

과의 연계를 요하게 되므로 의 성능 향상 효PMIP

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15].

국내의 망 기반 이동성 제어 기술로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에서 개발 중인(ETRI) AIMS(Access

시스템을 들 수 있Independent Mobile Service)

다 이 시스템은 이 갖고 있는 망 기반[15]. PMIP

제어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

과 같이 등 대규모 망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3 NGN

로 하고 있다 또한. MPLS(Multi-Protocol Label

기반으로 코어 망 내의 전송 계층과 제Switching)

그림 을 위한 시스템 개요3. IPTV2.0 AIMS

Fig. 3. Overview of AIMS System Designed for IPTV2.0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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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층을 분리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어 메

시지를 교환하는 구조를 가지며 계층 간 연, L2/L3

동을 통해 핸드오버 처리 절차를 고속화한다 그리.

고 사용자 선호 및 망 상태 정보 등을 고려하는 품

질 지향의 액세스 망 접속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의 을 필두로 하는 유무선 통합망ITU-T NGN

환경에서는 기존 인터넷 상의 통신 품Best-effort

질 관리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RACF(Resource &

등과 같은 망Admission Control Function)[34]

자원 관리 및 제어 기능을 내재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는 기반의 세션 관리 기능과 연. IMS

계하여 각 응용 서비스 플로우 별로 QoS(Quality

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of Service)

며 가입자가 직접 느끼는 응용 계층의 체감품질,

관리 기능과 연계하(QoE: Quality of Experience)

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위한 단말 이동성 기술IPTV

에서도 핸드오버 처리 지연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응용 계층의 통신 품질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망의 자원에 대한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이종 망간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SVC(Scalable Video

등과 같이 통신 환경에 적응하는 미디어Coding)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네트워크 상황

및 통신 품질 정보 등을 적시에 전달해 주는 기능

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기반 유비쿼터스로의 진화2.
유비쿼터스는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용자가 망’ ,

이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

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패러다임 변화 예측을 보면 현재의. IT IT

환경은 인터넷 이동통신이 대중화된 생활화, ‘IT ’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개인화 개념,

인 홈네트워크 시대를 거쳐 단계‘IT everywhere’

인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러[19].

나 예측과는 달리 홈네트워크 시장은 비즈니스 측

면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유비쿼터스

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리는 상황이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에서 야기된 문제로 보인다.

은 패러다임 예측에 따른 즐기는IPTV2.0 IT ‘

개념의 인터넷 환경에서 생활화된 개념의IT’ ‘ IT’

홈네트워크로의 비즈니스 모델 측면의 접목점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는 서비스를. KT IPTV

단순한 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결합이 아닌 홈네트

워크 산업으로의 확장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3].

홈네트워크의 다양한 장비들을 연결하는 중심점의

역할을 수신 장치가 하는 미래 유비쿼터스IPTV

환경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기기들과의

인터페이스와 이들의 표준적 연결을 위한 미들웨어

가 중요한 기술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방식이나 기기 작동 방식을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통적인 키보드와 마우스 중심의 입출력 장치에서,

촉각 터치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 등 다중 감/ ,

각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 주목 받는 인.

터페이스로는 유기체 인터페이스(OUI: Organic

를 들 수 있다 현재의 인터페User Interface) [20].

이스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특정 지점을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그 지점을 클릭해야 하는 마우스와 디스

플레이의 일대일 대응이 필요한 구조이지만 유기체,

인터페이스에서는 손으로 그 지점을 잡는 직접적인

방식이 채택된다 시스템이 홈네트워크 및 유. IPTV

비쿼터스의 중심기기가 될수록 다양하고 편리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다양한 기기가 접목되어

사용될 것이다.

진화형 콘텐츠 미디어 지원3. /
현재의 서비스 콘텐츠는 비디오를 중심으IPTV

로 한 대화형 멀티미디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웹.

기술이 산재하여 있는 데이터에서 정보 검색을 통

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에서 성장하

였듯이 서비스 콘텐츠의 주류인 멀티미디어, IPTV

기반 검색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창출을 유도하는 측면은

휴대폰 등 다양한 개인용 휴대PMP, PDA, PSP,

단말 기술의 발전이다 휴대 단말 기술의 발전은 소.

비자들에게 기존의 대중적 단방향적 소비 형태에서,

양방향적이며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형태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기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한 새로,

운 콘텐츠 수익 모델 및 시장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5].

다양한 종류의 양방향성 서비스를 제공하IPTV

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한 스트림인 멀티미디어와

그의 의미를 기술하는 메타 데이터와의 결합이 요

구된다 또한 메타데이터는 이용자 측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쉬운 검색 선택에 사용된다 의, . ITU-T

에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IPTV-GSI TV-Anytime,

등이 논의되고 있다MPEG-7, MPEG-21 [7, 21].

가입자에게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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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요 콘텐츠 미디어 기술로 확장된 메타데이터/

와 함께 통신환경 적응형 미디어(Adaptive Media)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흔히. SVC(Scalable Video

로 대표되는 적응형 미디어 기술은 하나의Coding)

비디오 스트림으로 다양한 전송 네트워크와 다양한

수신 단말에 적응적 서비스가 가능한 비디오 부호

화 복호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유무선 통합망, .

환경에서 이기종 단말에 대해 대역폭(Bandwidth),

단말 성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계층적 미디, QoS

어 스트림을 동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SVC

미디어의 적응성 은 공간적 시(Scalability) (Spatial),

간적 품질적 인 측면에서 차별(Temporal), (Quality)

화되며 단말 및 스트리밍 서버는 네트워크 상태정,

보 단말 특성정보 사용자 선호도 등의 정보를 교, ,

환함으로써 환경에 맞는 최적의 미디어 전송율을

결정한다 현재 는 의[35, 36]. SVC ISO/IEC MPEG

과 ITU-T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

공동으로 구성된 의 공동JVT(Joint Video Team)

작업으로 로 표준화MPEG-4 Part 10 AVC(H.264)

가 진행 중에 있다[37].

스트리밍을 위한 최적 전송율을 결정하는SVC

비트스트림 추출 기법은 종래에(Extraction) SVC

서버와 단말 간의 미디어 품질E2E(End-to-End)

및 대역폭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계층 단

독 솔루션에서 망 내의 관리 기능과 연계를QoS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네트워크 상태를 반

영하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가 느끼는 미디어의 체감품질 의 변화를 동적(QoE)

으로 네트워크의 관리 및 스트리밍 제어QoS SVC

에 반영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매핑 기술 및 등 적응형 미디QoE/QoS SVC

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의 인터페이스 기술

등은 구체적인 표준 프레임워크 및 시그널링 규격

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

술 발전 추세로 볼 때 응용 계층의 품질 및 서비스,

특성과 연계하는 기능이 향후 네트워킹 기술 진화

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는. 4

기반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SVC SVC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성 제어 기능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과 연계하는 개략적인 프QoS

레임워크를 보여준다.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4. IPTV
개방 공유 참여를 표방하는 웹 서비스들이, , 2.0

서비스로 접목되며 다양한 양방향성 서비스들IPTV ,

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수많은 서비스들이 단기

간에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개발 환경은 몇몇 통신기업이 자신

들의 망 자원 내에서 한정된 개발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즉 현재의 서비스 전개 방식은 서비스의 수.

요가 생길 때마다 개개의 서비스가 수직적 구조로

개발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서비스 복잡성 자원의, ,

집약성 및 관리 비용 증대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제안된 것이 Open API,

등이다SDP(Service Delivery Platform) .

는 통신망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로Open API API

표준화하고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공개하,

여 응용개발자들이 통신망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융,

합형 통신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게 한다 또한[24]. ,

는 망의 세부 구현 내용을 추상화하여 망Open API

의 기능요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25].

는 사업자를 포함한 통Parlay/OSA API 3rd Party

그림 적응형 미디어 지원 관리 프레임워크4. QoE/QoS

Fig. 4. QoE/QoS Management Framework to Support Adaptive Medi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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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네트

워크 자원과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와 공동으로3GPP/ETSI Parlay

그룹에서 정의한 이다Open API . Parlay/OSA API

는 다양한 세대의 이동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네트,

워크 접근 방법에 대한 통합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

서 네트워크 제공자는 를 채택함으로, Parlay/OSA

써 특정 소프트웨어 구조나 플랫폼 등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14].

장에서 언급한 와 함께 다양성의 웹 시3 IMS 2.0

대의 수많은 서비스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를 최근 국내외SDP(Service Delivery Platform)

통신사업자들이 채용하고 있다 는 기존의 네트. SDP

워크 및 플랫폼 자원을 공통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

스의 신속한 개발 및 서로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의

연동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개발 전달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14].

그림 유무선 통합 서비스 발전 방향5.

Fig. 5. Evolution of Fixed-Mobile Convergence

Service

와 는 서비스의 생성과 전달을 위한 개SDP IMS

방형 환경을 제공한다 는 에 플러그인 되. IMS SDP

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그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최근 의 경향은 계층 웹 서비스 오. SDP , ,

케스트래이션 등을 위하여 서비스(Orchestration)

지향 구조 를(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채용하고 있다 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SOA

에 포함된 개별 기능들을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

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립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표준 기반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 요소의 쉬운 재구성으로 새로운 서비스 생

성을 도와 준다.

이러한 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모든 망의 기SDP

능 및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관리하는

주체로서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였을 때 중IPTV

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 론V.

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IPTV2.0 CoD(Content

기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사용자가on Demand)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성 공유 판, , ,

매 이용할 수 있는 프로슈머 환경을 제, (Prosumer)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이동성. ,

지능성 참여성이 강조된 개인화된 융합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중심적인 서

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 개인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네IPTV2.0

트워크는 더욱 지능화되며 다양한 유무선 액세스,

기술들이 기반으로 통합된 환경에서 다양한 융IP

합서비스 및 사용자 선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성

지원 세션 제어 자원 및 품질 관리 가입자 정보, , ,

관리 인증 및 과금 등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네트워킹 기술이 응용 서.

비스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밀접하게 연계하는 형

태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생성 융합 검, , ,

색 전달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망 진화 예상도6.

Fig. 6. Network Evolution with Service Paradigm

Shift

패러다임은 현재 중심의 망IT Client/Service

구조에서 웹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형, 2.0 P2P ,

형 망구조로의 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Ad-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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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망에 대한 연구는 개인화 시[28, 29]. P2P

대에 개인 네트워크 및 홈네트워크 구축의 한 방편

으로 대량의 트래픽 발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미. Ad-hoc

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모든 기기 및 서비스에 액세스가 가능한 환경을 지

원하기 위한 구조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서. IPTV

비스의 입장에서는 이동성 지원 개인화 지원 및 서,

비스의 유비쿼터스화 관점에서 망 진화에 따른 망

구조와 서비스와의 접목은 큰 중요성을 가지IPTV

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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