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논문은 2009 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제 파견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IMS 기반의 IPTV 서비스 수행 도구 설계 

(A Design of Service Execution Tool in IPTV Service based on the IMS)  
고세진, 조재형, 이재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sejinhome, tlsdl2, jolee}@kut.ac.kr 

요   약 
 

최근 IPTV의 발전은 FTTH(Fiber to the Home)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 IPTV 서비스를 
넘어 무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실현에 다가와 있다. 이러한 IPTV 
발전은 통신사의 IMS(IP Multimedia Subsystem)의 도입으로 IPTV의 품질이 보장되는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만족하게 된 계기가 크다.  IMS는 IP를 사용하는 대용

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사용자 인증 및 세션 유지 등
의 기능을 수행하여 IPTV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IMS 기반의 
IPTV는 IP의 장점인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응용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미 IPTV를 공급중인 통신사들은 여러 가지의 응용 서비스들을 개
발하여 사용자에게 시험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IPTV 기반 응용 서비스들은 개발 시 
사후 관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응용 서비스 
제작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수행 도구를 제안

한다. 
 
 

   1. 연구배경 
 

최근 IP 기반의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요구가 증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PS(Packet 
Switched) 망 기반의 데이터 처리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IMS는 PS 망 메시지 처리를 기반으로 하
여 서비스의 개발 및 변경과 확장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이
전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작하기 쉬워지고, 기존에 구현된 서비스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IMS의 장점은 유무선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며 통신사 간 서비스 교환을 가능케 한다. IMS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유무선 
단말기기에서 IPTV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PTV의 특징 중 하나인 양방향 통신은, 사용자에게 여러 IPTV 응용 서비스(영상통화, 홈쇼핑, 
메신저, 게임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기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사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 응용 서비스들은 IPTV 단말과 IMS 사이에 메시지 전송하며 해당 서
비스를 수행한다.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과 응용 서비스 제공 서버 
각각에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서비스는 추후 서비스의 추가, 수정, 
제거 작업을 해야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알아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수행 도구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IMS와 IPTV의 기능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여러 기기가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서비스화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해결책을 알고리즘으로 작성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2. 관련 연구 
 
최근 FTTH(Fiber to the Home)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용 IPTV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IPTV로 

공급 가능한 관련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온종일 소유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

기기는 IPTV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기다. 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장
점을 기반으로 단말기기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단말기기에서 IPTV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P 기반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PS 망에서 데이터 처
리를 지원하는 IMS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MS 환경과 IPTV 관
련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2.1  IMS구조 및 인터페이스  
 

IMS는 그림 1. 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1]. 먼저 UA(User Agent)는 여러 단말기기(IPTV)
를 대표한다. UA가 AS(IPTV 서비스)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IMS 내부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UA가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등록(Registration)을 통한 사용자 인증이다. 이 
과정은 UA로부터 순서대로 P-CSCF(Proxy-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I-CSCF(Interrogating-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CSCF(Serving-Call Session Control Function)를 거치며 UA 사용자를 인증한

다[2]. 사용자 인증 후 S-CSCF가 사용자 세션(Session)을 생성하여 보관하며, 인증된 UA는 앞으로

의 모든 메시지 처리를 세션이 설립된 S-CSCF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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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GPP IMS Architecture v.10.1.0 

 
세션은 UA와 IMS 망간의 등록과 인증을 통해 UA가 추후 IMS 망을 이용할 때, 또다시 사용

자 인증을 하지 않고 앞서 등록 시 설립된 세션 정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다. IMS에서는 표준으로 정의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 메시지들이 
CSCF(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간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UA의 인증정보가 필요하다. 세션은 이
렇게 UA와 CSCF간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확립해 준다.  CSCF는 IMS 망 내에서 
메시지 전달에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P-CSCF는 역할은 UA가 IMS 망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노
드이다. UA가 IMS에 접속하기 위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나 PDP(Packet Data 
Protocol) Context를 통해서 P-CSCF의 주소를 받아오게 되며 UA와 IMS 망간의 메시지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한다. P-CSCF의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 QoS(Quality of Service) 제어 관련 기능을 수행한

다. I-CSCF는 망 내의 가입자와 통신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모든 Call에 대해 접점 역할 및 망 내
로 로밍한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일반적으로 방화벽 역할을 하며 
IMS 망의 내부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I-CSCF가 망 내에서 주로 하는 일은 여러 



 

S-CSCF 중에서 UA의 세션을 관리할 S-CSCF를 선택하여 UA에 알려주고 이때 할당받은 S-CSCF
가 UA의 종료 시까지 세션을 관리한다. 이후 UA는 I-CSCF를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S-
CSCF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한, I-CSCF는 타사로부터의 로밍 시 전달받은 메시지를 S-CSCF로 
전달하며, 단말기기의 과금정보를 생성한다. S-CSCF는 IMS의 모든 세션 상태 관리 기능 및 
HSS(Home Subscriber Server)와 연동하여 가입자 Profile을 주고받아 Call 처리의 주요기능을 수행한

다. UA가 등록절차를 시도할 때 이를 결정하며 등록 이후 UA의 종료 시까지 세션 상태를 유지한

다. 주 역할은 세션 관리 및 제어, 사용자인증, Bearer 자원의 권한검증을 수행하며, 또한 AS와 통
신하며 UA가 3rd party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IPTV 서비스 처리 부
분도 S-CSCF와 AS 간의 관계를 중점으로 다룬다. HSS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주로 S-CSCF와 통신하며 필요에 따라 인증된 AS의 장치들과 사용자정보를 주고받

으며, 가입자의 이동성 관리 및 보안 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인증절차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MS 내에서 장치 간 통신을 위해 표준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데 각 UA와 각 CSCF

간에 사용하는 메시지 인터페이스는 SIP 프로토콜이다. SIP는 HTTP 프로토콜과 형식 및 동작형태

가 비슷하며 CSCF간에 요청과 응답을 위해 여러 종류의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2.2  IPTV 서비스 
 

IPTV의 정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IP 방식으로 다양한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의 활용성은 주문형 방송(VOD), 실시간 디
지털 방송, 홈쇼핑 등의 양방향 통신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IPTV는 기
존의 IP망보다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보장 및 네트워크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IPTV 요
구 환경을 표준으로 제시하기 위해 ITU-T의 Focus Group은 NGN(Next Generation Network)의 규격을 
작성하여 IPTV 구축 환경의 기준을 제시하였다[3]. 

위와 같이 IPTV를 구축하려면 신뢰성 있는 IP 기반 멀티미디어 처리 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
건을 충족시키려면 IMS를 연동한 IPTV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Focus 
Group에서는 NGN IMS IPTV를 연구하여 그림 2. 와 같은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4].  
 
 

 

그림 2. NGN IMS IPTV Architecture 



 

이렇게 구성된 IPTV는 VOD(Video on Demand) 중심의 멀티미디어 전송기능 이외에도 양뱡향성

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IMS 기반의 IPTV는 AS
의 지원으로 수많은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
로는 화상통화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교육방송 등의 서비스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결
제 서비스 등으로서 응용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림 3.은 그림 2.을 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간략하게 재구성한 그림이다. 왼쪽의 단
말 기기로부터 1~9 까지의 순서로 UA와 IMS 그리고 AS 사이에 서비스를 교환하는 모습이다. 이
러한 역할로 IMS는 단말기기와 AS 사이에서 서비스 전달을 중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보
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IMS는 단
말기기의 여러 상태 정보를 파악하여 AS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 편의를 고
려한 양방향 응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IMS 기반 IPTV 구성도 
 
 
표 1. 은 양방향을 지원하는 IPTV 서비스를 예상한 것이다. 양방향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IPTV 기
능을 이용한 서비스들과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응용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결제관련 서
비스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표 1. IPTV 응용 서비스 예시 
 

서비스 카테고리 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 메신저, 영상통화, 교육방송 
오락서비스 게임, 노래방 
결제서비스 홈쇼핑, 주식거래, 인터넷 뱅킹 

 
 

이러한 양방향 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말 플랫폼이 중요하다. 
단말의 플랫폼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기존의 단말 플랫폼은 단일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단순한 영상 재생의 기능만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웹 기반의 플랫폼과 같이 서비스 확장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IMS와 IPTV 결합의 최대 장점은 세션 기반 서비스 지원 및 사용자 관련 정보를 망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기기의 이동성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하고 진화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5].  
 

 



 

 

3.  IPTV 서비스의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PTV 응용 서비스는 양방향이라 하기엔 적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
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보급된 IPTV 응용 서비스의 양방향 기능을 보아도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
청할 수 있다는 것 이외의 양방향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는 IPTV를 시청하는 실사용자 수가 큰 시장을 형성할 만큼 아직 크지 않고 응용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통신사에서 응용 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면서도 실패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PTV 응용 서비스는 
3rd Party의 참여 없이 통신사업자의 IMS 플랫폼과 IPTV가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어 한번 구축한 
응용 서비스의 경우, 응용 서비스의 사후 관리(서비스의 추가와 수정, 삭제)가 어렵고 이를 시행 
후에도 서비스 안정화 기간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IPTV 응용 서비스를 IMS 플랫폼과 3rd Party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협업구조로 변경하고 IMS 
플랫폼의 수정 없이 3rd Party의 참여가 가능한 AS로 IPTV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

고 AS에서 서비스 수행 도구를 도입하여 추후 IPTV 응용 서비스의 도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수행 도구는 IPTV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몇 가지 응용 서비스를 

예측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는 통신 주체와 서비스를 실행하는 메시지 흐름을 분석하여 공통

되는 부분을 기능정의 테이블로 구성하고 이를 서비스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응용 서비

스가 서비스 수행 도구를 통해 유동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서비스 수행 도구는 
AS에서 수행되고, UA로부터 서비스의 요청을 받은 AS는 미리 제작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참조하

여 서비스 해석기를 통해 실행될 수 있는 서비스 수행파일로 만든다. 이렇게 제작된 서비스 수행

파일을 서비스 Runner를 이용하여 AS 메모리에 적재 한 후 해당 응용 서비스가 UA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수행 도구를 적용할 때 장점은 제작된 응용 서비스가 변경될 때, 
서비스 해석기가 참조하는 시나리오와 해석 시 참조하는 기능정의 테이블만 수정하면 되므로 서
비스의 유지보수가 쉽다는 것이다. 또한, IMS 플랫폼에 대한 변경이 없어 3rd Party 사업자가 손쉽

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IMS 플랫폼 내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므로 결제나 과금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AS에 추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 이외에도 사용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선택폭이 늘어나며 기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많은 응용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다. 

 
4. 서비스 수행 도구 

 

4.1 서비스 수행 도구의 구조 

   서비스 수행 도구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왼쪽의 User Device는 TV나 
휴대전화 같은 단말을 나타내며, 이들은 IMS 망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S와 메시지를 전
달하거나 받을 수 있다. AS는 UA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메모리에 동작시키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 Runner에 의해 동작한다. 서비스 Runner의 역할은 서비스 해석기에서 작성한 서
비스 수행파일을 읽어 AS에서 서비스 실행 및 관리한다. 또한, UA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클라

이언트가 서비스 목록을 수시로 갱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클라이언트 전용 서비

스 실행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도 서비스 Runner를 통하여 서비스 변경 즉시 UA가 변경된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해석기는 서비스 Runner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형태(Form)
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읽어 해석하고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기능정의 테이블과 해당 기능을 SIP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SIP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서비스 Runner가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수행파일을 작성한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서비스를 UA에 제공할 때 동작하는 메시지 전달 순서

와 처리 절차를 서비스 해석기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그림 4. 서비스 수행 도구 시스템 구조 
 

 
기능정의 테이블은 이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아 테이블로 작성

한 것이며, 추후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작성될 시에는 기능도 같이 갱신된다. 이외

에도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IMS와 AS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SIP 메시지로 변경하기 위
한 변환 테이블도 가지고 있다. 
 
4.2 서비스 시나리오의 분석 
 

서비스 해석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림 5. 의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과정을 거친다. 서비스 시
나리오의 분석은 다음 4단계를 거친다. 
 첫째, IPTV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와 IMS, AS 간의 흐름을 
분석한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실제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세스 절차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등을 형식 없이 서술하고 시나리오에서 말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주요 흐름을 분석한다.  

둘째, 첫 번째 과정에서 분석한 흐름을 Sequence Diagram으로 재구성하여 서비스가 동작하는 흐
름의 윤곽을 명확히 작성한다. 작성 시 유의점은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주체와 기능의 정의가 
되도록 명확하고 이해가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모두 Sequence 
Diagram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Sequence Diagram에 표현된 기능과 메시지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해당 시나리오에서 공통으

로 사용되는 기능이나 요소를 분리하여 이를 테이블로 구성한다. 이는 서비스 해석기에서 참조하

게 될 자료이므로 정확한 기능정의와 역할을 정의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가 실행되는 AS는 IMS 망과 통신하기 위해 SIP 메시지로 변환하여 메시지를 전송

한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에서 분석된 기능정의 테이블과 SIP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는 변환 테
이블을 작성한다. 실제 서비스가 AS에서 동작할 때, 프로세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IP 메
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과 SIP 메시지의 정확한 일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작성된 시나리오와 기능정의 테이블은 서비스 해석기를 통
해 SIP 메시지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생성된다. 

 



 

 

그림 5. 서비스 시나리오의 분석 과정 
 
 
4.2.1 서비스 시나리오 작성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UA와 AS 간에 어떤 순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절차를 정의해야 한다. 서비스 시나리오란 앞서 말한 UA가 AS
에게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한 순서를 글로 풀어 적은 것이다. 
 

표 2. IPTV 서비스에 사용될 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집에서 IPTV로 영상을 시청중 외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시청하던 IPTV

영상을 휴대폰 등의 휴대용기기로 이어서 시청하기 위해 시청자가 의도적

으로 시청중인 영상을 특정 기기로 이동시켜 재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2.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장비가 한 장소에 모였을 때 미리 지정된 우선순위 

시청 기기로의 변경 시나리오. 간단히 예를 들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 영

상을 시청하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영상을 시청하기 더욱 편리한 기기(TV 

혹은 모니터)가 검색되고, 이 때 해당 기기가 사용되는지를 확인 후 휴대

폰에서 시청중인 영상이 시청이 더욱 편리한 기기(TV 혹은 모니터)로 이동 

재생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3. 

예상치 못한 일로 영상재생을 임의로 종료하였을 때 현재 세션은 타임아웃 

체크 후 AS에 자동 저장되며 다시 영상재생을 요구할 때 AS 는 연속해서 

재생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영상재생요청이 다른 기기에서 연결

되었을 때 해당기기로 영상의 연속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1. 은 IPTV에 서비스될 가상의 서비스 시나리오 예제로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특정 조건에

서 일어나는 단말과 AS 간의 과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 시 중요한 점은 기기의 
주체와 어떤 기능을 통해 구현될 것인지 되도록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 시나

리오의 내용에서 서비스가 실행되는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진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작성된 서비스

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4.2.2 시나리오의 분석 및 Sequence Diagram 작성 
 

그림 6. 은 서비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주체와 기능 및 메시지 전달을 분석하여 작성한 
Sequence Diagram이다. 시나리오 1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주체들과 해당 주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들을 하나의 도해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그림 6. 시나리오 1 Sequence Diagram 
 

이렇게 표현된 Sequence Diagram은 기능과 메시지를 추출하여 테이블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 의 Sequence Diagram을 해석해 보면 사용자가 TV에서 시청 중인 영상을 Phone에서 시청

하고자 할 때, TV 측의 기능에서 AS에 기기변경을 요청한다. 기기변경 요청 메시지를 받은 AS는 
Phone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상태(예: Phone으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
고 메시지를 전달받은 Phone은 OK 메시지로 기기가 사용 가능함을 알린다. Phone이 사용 가능함

을 전달받은 AS는 기존에 시청하던 TV에 영상서비스의 종료를 요청하고 TV에서 영상을 종료한 
후 OK을 전달받으면 Phone으로 영상을 전달하게 된다. 최종으로 영상을 전달받은 Phone에게 OK 
메시지를 보내어 서비스 전환이 잘 되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그림 7. 의 시나리오 2를 분석한 Sequence Diagram을 살펴보자. 그림 6. 과 다른 점은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마다 추가되는 기능들이 존재하므로, 서비

스에 추가된 기능들을 테이블에 갱신한다.  
 



 

 

그림 7. 시나리오 2 Sequence Diagram 
 
 
4.2.3 기능정의 테이블 작성 
다음 과정으로는 Sequence Diagram으로부터 사용된 기능들을 추출해야 한다. 표 3. 는 그림 6. 과 
그림 7. 로 부터 추출한 기능 및 추가 시나리오에서 예상가능 한 기능들이다.  
 

표 3. Sequence Diagram으로부터 추출한 메소드 
기기변경요청 (기기↔AS 간 모두 통보가능) 

기기상태확인 (현재전원ON?, 현재 시청중?) 

OK (이상없다, 잘전달받았다, 승낙한다) 

NO (이상있음, 전달안됨, 거부, 다른사용자이다) 

서비스중지요청 (재생서비스중지를요청 기기↔AS) 

서비스종료요청 (기기↔AS) 

영상(서비스)전달 (스트리밍 AS→기기) 

위치정보알림 (기기→IMS 현재 집이다) 

기기상태초기화 (전원ON,서비스중단,수신모드) 

종료후정보전달 (기기→AS로마지막재생위치전달, 종료 시 정보 전달) 

 
추출한 기능들을 서비스 해석기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청 받은 메시지의 테이블 정의가 필

요하다. 이는 기능의 동작 및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표 4. 은 AS에서 실제 
서비스 해석기가 참조하게 될 기능정의 테이블이다. 기능정의 테이블은 UA와 AS가 요구하는 기
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행할 기능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각 기능 메시지들이 어떤 대
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테이블이 명확해야 서비스 해석기가 해석

한 서비스들이 UA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4. 기능정의 테이블 

기능 동작 적용대상 

기기변경요청 기기의 변경을 요청한다. 기기→IMS→AS 

기기상태확인 기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기기←AS 

OK 이상 없음, 요청 승낙 서비스 내 

NO 이상 있음, 요청 거부 서비스 내 

서비스중지요청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중지요청. 기기↔AS 

서비스종료요청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종료요청. 기기↔AS 

영상(서비스)전달 영상 및 서비스를 전달한다. 기기←AS 

위치정보알림 현재 기기의 위치를 알린다. 기기→IMS→AS 

기기상태초기화 기기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화. 기기←AS 

종료후정보전달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진행상태를 전달. 기기→AS 

 
 
4.2.4  SIP 변환 테이블 작성 

서비스 해석기가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정의 테이블 이외에 실제 IMS 망을 통해 
UA에 전달될 수 있도록 SIP로 변환해 주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표 4. 와 같이 정의된 SIP 변환 
테이블은 서비스의 기능에 대응되는 SIP 메시지로 변환될 수 있게 해준다. 

 
표 5.SIP 변환 테이블 

기능 SIP SIP 속성 

위치알림 Register sdp, port, status code, route 

기기변경 Invite ... 

승낙 ACK ... 

거부 Cancel ... 

서비스종료 BYE ... 

 
이렇게 작성된 테이블은 서비스 해석기에서 시나리오와 함께 해석되어 서비스 Runner에서 실행될 
수 있는 서비스 수행 파일을 작성한다. 서비스 수행 파일을 작성하는 이유는 서비스는 항상 AS에 
로드될 필요가 없으며 수시로 변경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4.3 서비스 해석 알고리즘 
 

앞의 시나리오 분석 및 테이블을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해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그림 8. 은 AS에서 동작할 서비스 해석기의 알고리즘이다. UA로부터 서비스의 요청

이 왔을 때, 서비스 Runner에서 UA가 요청한 서비스 실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실행 중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요청된 서비스를 시나리오 테이블에서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시나리오를 서비스 해석기가 해석한다.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기능과 SIP의 
참조변환 과정을 거쳐, 서비스 Runner가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 수행파일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
성된 서비스 수행파일은 서비스 Runner로 로드되어 AS의 서비스로 등록되어 실행된다. 이렇게 실
행된 서비스는 UA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8. 서비스 해석 알고리즘 

 
 

지금까지 서비스 수행 도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았다. 서비스 해석기는 기존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던 각각의 서비스들을 서비스 정의와 기능구현으로 각각 분리하여 필요에 따
라 추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서비스 해석기의 제작 목적은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를 개별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많은 시스템의 분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서비스

의 발전과 복잡도, 그리고 폭발적인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분리는 꼭 필요한 과정

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IPTV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IMS 기반에서 확장 가능한 IPTV 응
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MS와 AS는 메시지 전송 인터페이스인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는 기존의 
IPTV 응용 서비스제공환경을 개선하여 질적으로 향상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시나리오 해석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UA의 플랫폼이 요구된다. 이 점은 최근 구글TV와 같은 웹 기반의 IPTV 시장이 확장되면서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고려할 사항으로는 UA와 AS 간에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벤트 조건에서 발생하는 UA정보를 IMS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3rd Party의 
권한으로는 보안상의 문제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는 프리젠스 서
버(Presence Server)를 두어 사업자의 IMS 내 직접적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서비스만 프
리젠스 서버를 통해서 AS에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로는 서비스 세션 
처리 문제 및 AS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Ut인터페이스(HTTP)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서비스 사용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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