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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서비스의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

라 고객들은 갈수록 고품질의 IPTV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ISP 들은 기존에 Bearer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기의 망 성능 위주의 망관

리에서 콘텐츠에 대해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 위주로 망관리의 관점을 변화시

키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ISP 의 입장에서는 고객 체감품질에 영향을 주는 품질 지표

(Quality Metric)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와 제어가 가능한 품질 지표들을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IPTV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셋톱박스로 디코딩된 영상

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품질 요소를 관리하면서 품질 저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을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네트워크의 성능열화에 의해 발생하는 패킷손실

(Packet Loss), 지연(Delay), 지연변이(Jitter) 등의 품질 지표가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인 화면 끊김 현상과 MOS 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Keywords: IPTV, QoE(Quality of Experience), QoS, Quality Metric, MOS(Mean Opinion Score) 

 
  

1.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IP 망을 기반으로 한 IPTV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VoD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고객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

다. 2010 년 4 월 현재, 국내 IPTV 실시간 시청 가구수는 200 만을 넘어섰고 VoD 가입자를 합하면 
모두 265 만명에 이른다. 이는 다른 뉴미디어가 가입자 200 만을 돌파하는데 5 년 가까이 걸린 것

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것이다.[1]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객들은 점차적으로 IPTV 서비

스의 품질에 민감해졌다. 더구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고객이 서비스 품

질에 불만을 가질 경우 언제든 사업자를 옮길 수 있는 상황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고객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품질을 모니터링하여 품질저하 원

인을 개선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마련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1.1. IPTV 서비스 제공 현황 
 
IPTV 서비스 제공 망 구조는 크게 보면, 사업자 쪽에 헤드엔드(Head End)가 서비스를 발신하

는 역할을 하고, 고객쪽에서는 셋톱박스(STB)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수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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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그 중간에 QoS 가 보장된 IP 망이 존재하게 된다. IP 망과 셋톱박스 간에는 실시간 
채널 방송의 경우는 멀티캐스트 방식을, VoD 서비스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전

송하게 된다.[그림 1]  
 
IPTV 셋톱박스의 동영상 플레이 방식은 초기에는 D&P(Download and Play) 방식이 주로 사용

되었으나 현재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위하여 Streaming 방식(iCoD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P 방식은 TCP/IP 기반의 FTP 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Streaming 방식에서는 MPEG2-TS/RTP/UDP 
기반으로 콘텐츠를 전송한다. IPTV 의 영상 압축 코덱으로는 H.264(MPEG4 part10/AVC)가 사용되는

데, 실시간 방송의 경우 I, B, P 프레임 중에 I, P 프레임만으로 영상 압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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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TV 서비스 제공 망 구조 
 

1.2. IPTV 품질 관리 표준화 동향 
 
현재 IPTV 는 전세계적으로 시범 및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표준화 단

체에서는 각 분야별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ETF(멀티캐스트 및 전달), MPEG(코덱, 멀티미

디어 프레임워크), ATSC(미국 디지털 TV 방송), DVB(유럽 디지털 TV 방송), ISMA(인터넷 스트리

밍), TVA(맞춤형 방송) 등이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고, 국제 표준화 단체인 ITU-T 에서는 IPTV 
FG(Focus Group)을 설립하여 기존 방송 및 통신 표준화 단체의 표준 중에서 IPTV 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도입, 변경하여 IPTV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ITU-T 의 IPTV FG, 
DSL Forum 및 ATIS 에서는 고객 체감품질 위주의 품질 지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2].  

 
ITU-T FG IPTV 에서는 IPTV QoS/QoE Metrics 를 Transport Metrics, Video Metrics, Perceptual Metircs 

등 3 개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 측정 요소를 표 1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  
 

표 1. ITU-T FG IPTV 에서 권고하는 품질 Metrics 
 

Quality Metrics Metric 

Perceptual Quality Metrics 
MOS-V, MOS-A, MOS-AV, Video Service Transmission Quality (VSTQ), 

MOS-C, Estimated PSNR(EPSNR) 

Video Stream Metrics 

Proportion of I frames impaired, Proportion of P frames impaired, Proportion 

of B frames impaired, I, P, B frame packets received, I, P, B frame packets 

lost, I, P, B frame packets discarded, Mean bandwidth, Peak bandwidth 

Transport 

Metrics 

Packet Loss 

Metrics 

Uncorrected Packet Loss Rate, Corrected Packet Loss Rate, Packet Discard 

Rate, Out of Sequence Packet Rate, Duplicate Packet Rate, Burst Loss Rate, 

Burst Length, GAP Loss Rate, GAP Length, Mean Consecutive Loss Period, 

Max Consecutive Loss Period 

FEC Metrics FEC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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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le UDP 

Metrics Proportion of packets retransmitted, Ratio of peak to mean bandwidth 

Jitter and 

Delay Metrics 

Smoothing jitter, Jitter Measured Independently from smoothing, MAPDV, 

PPDV, Positive Jitter Threshold, Positive Jitter Percentile, Negative Jitter 

Threshold, Negative Jitter Percentile, Round trip delay 

 
또한 ITU-T 에서는 G.1080 문서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QoE(Quality Of Experience) 요구사항

을 정의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QoE 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전송 계층에 대한 최소 성능

을 정의하고 있다. 아래 표 2 는 전송 계층 요구사항 중 MPEG-4 AVC/VC-1 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였다[4].  
 

표 2. ITU-T 의 QoE 요구사항 (MPEG-4 AVC/VC-1) 
 

서비스 
전송률 

(Mbps) 

평균 

패킷 손실률 

지연 

(ms) 

지터 

(ms) 
로스 기간 로스 간격 

SDTV 

2.0 7.31E-06

200 50 

5 

1 회/시간 2.5 5.85E-06 5 

3.0 5.85E-06 6 

HDTV 

8 1.28E-06 14 

1 회/4 시간10 1.24E-06 17 

12 1.22E-06 20 

 
한편 DSL Forum 에서는 TR-126 에 IPTV 를 포함하는 Triple Play 서비스의 QoE 요구사항을 정

의하고 있으며, 표 2 의 QoE 요구사항은 TR-126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TR-126 에서 정의한 품

질 Metrics 는 서비스 계층, 응용 계층, 전송 계층 등 3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 표 3 과 같

다[5].  
 

표 3. DSL Forum 품질 metrics 
 

Layer 관련 Metric 

Service Layer Availability/Reliability/Survivability 

Application Layer 

Control Plane

Channel change speed and scalability with load, VoD 

Control, System start-up, EPG user interface navigation 

responsiveness 

Data Plane 

Bit rate/ Resolution/Application layer video encoding, 

Encoder quality and settings, Preprocessing, Tandem 

encoding and rate shaping 

Transport Layer 

Control Plane IGMP processing time, Interleaving process time 

Data Plane Loss, Delay, Jitter 

 
기존의 문서가 Y.1541 처럼 네트워크 품질 지표에 대한 정의에서 그쳤다면, TR-126 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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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어 평면의 QoE 요구사항을 아래 표 4 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4. 비디오 서비스 제어 평면의 QoE 요구사항 
 

사용자 액션 예 분류 최대 지연 

사용자 인터페이스 액션 EPG 스크롤링 Interactive 200 ms 

채널 변경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채널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의 시간 
Responsive 2 s 

시스템 시작 시간 
STB 이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채널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시간 
Timely 10 s 

 
또 다른 단체인 ATIS 에서는 품질 Metrics 를 표 5 과 같이 전송 품질, 미디어 스트림 품질, 컨

텐츠 품질, 트랜잭션 품질 등 4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6].  
 

표 5. ATIS 품질 Metrics 
 

Quality Metrics Metric 

Transmission Quality 

Packet Loss Rate before EC, Packet Loss Rate after EC, Packet 

Discard Rate, Out of Sequence Packet Rate, Burst Loss Rate before 

EC, Burst Length before EC, GAP Loss Rate before EC, GAP Length 

before EC, Burst Loss Rate after EC, Burst Length after EC, GAP 

Loss Rate after EC, GAP Length after EC, Smoothing Jitter, PPDV, 

Loss Period Count, Loss Distance Count, Minimum Loss Distance, 

Maximum loss period, Retransmissions  

Media Stream Quality 

TS Sync Loss Count, Sync Byte Error Count, Continuity Count 

Error Count, PID Error Count, 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SI) 

error Count 

Content Quality 

MOS-V, MOS-A, MOS-AV, Per PID bandwidth, Program/channel 

Bandwidth, PCR Jitter, PCR Failures Count, ITF buffer overruns, 

ITF buffer underruns, AV Synch 

Transaction Quality 
IGMP Join Latency, IGMP Leave Latency, Channel Change Delay, 

DRM Error, Service Availability Error, Service Impairments Error 

 
1.3. IPTV 서비스 체감품질 측정 기술 현황 

 
IPTV 서비스에 대한 고객 체감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ITU-T SG9 과 VQEG 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FR(Full Reference) 방식, RR(Reduced Reference) 방식, NR(No 
Reference)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7][8] 이 중 FR 방식은 원본영상 대비 재생영상의 유사성 또

는 왜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RR 방식은 원본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정보와 재생영상으로

부터 추출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화질을 측정한다. NR 방식은 원본영상 자체나 특징정

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청자에게 보이는 재생 영상만으로 화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에 기술한 방식들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으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대규모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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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망을 통해 전송된 콘텐츠

의 암호를 고객별 디코더(STB)로 복화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의 경우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원본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어서 운용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디코딩해서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IPTV 
서비스 망에서 패킷을 수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IPTV 전달망의 품질 지표 측정 값을 토대로 고

객 체감품질을 유추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그림 2)[9] 그리고 표 6 은 위에 제시된 FR, 
NR, 네트워크 품질지표 기반 QoE 측정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수동형 IPTV 품질측정시스템 운용 모델 
 

표 6. IPTV 체감품질 측정 알고리즘 비교 
 

알고리즘 방식 장점 단점 

FR 

(Full Reference) 

원본 화면과 전송된 

화면의 비교(PSNR, ITU-

T J.144) 

정확한 열화 분석 
Offline 알고리즘 

- 1 Frame 분석 시간 2 초  

NR 

(No Reference) 

전송된 화면의 Blur, 

Block, Jerky 분석 

원본 영상 확보 없이 체감 

영상 분석 

Near-real Time 알고리즘 

- 1 Frame 분석 시간 0.3 초 

네트워크 품질  

기반 알고리즘 

압축된 영상 스트림을 

Decoding 하지 않고 영상 

품질 측정 

실시간 다채널 영상 품질 

측정 가능 체감 품질과의 상관도 향상 

 
IPTV 전달망의 품질 지표를 토대로 고객 체감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은 다채널의 품질을 실시

간으로 측정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고객이 체감하는 IPTV 품질은 셋톱박스에 의해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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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되어 보여지는 화면이므로 IPTV 전달망의 품질 지표와 고객의 체감품질(MOS 값 또는 화면 끊

김 횟수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10] 왜냐하면 고객 체감품질의 지표가 되는 영상 MOS
값을 산출하는 표준화된 알고리즘이 없으며, 제조사마다 각각의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개발하는 
실정이어서 변수로 사용되는 품질지표들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 시청하

는 영상은 셋톱박스의 Jitter Buffer 나 손실숨김(Error Concealment)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상된 화면

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IPTV 전달망의 품질 열화에 의해 발생하는 패킷손실, 지연, 지연변이 등의 품

질 지표 값이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인 화면 끊김 현상이나 MOS 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서 제시되는 IPTV 체감품질 측정을 위한 방법과 품질지표, 품질지표별 요구사항 값(품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2 절에서 살펴본 IPTV 품질 관리지표는 계층별로 나누어 네트워크 품질, 컨텐츠 품질,  고객 
체감품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품질은 RTP 계층의 품질을, 컨텐츠 품질은 MPEG2-TS 
계층의 품질을,  고객 체감품질은 셋톱박스에서 재생되는 영상에 대해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원본영상의 저품질이나 방송장비 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질 저하는 IPTV 
전달망, 특히 엑세스망 구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IPTV 전달망 계층의 품질은 고객 체감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품질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IPTV 전달망 계층에서의 품질 지표 중 실질

적으로 체감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는 RTP 패킷손실, 지연, 지연변이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IPTV 전달망에서 발생하는 패킷손실, 지연, 지연변이에서의 품질열화가 고객 

체감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고객이 느끼는 체감품질의 측정

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용 계측기를 활용하여 MOS 값을 측정하고,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재생되

는 영상의 화면 끊김 횟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환경은 그림 3 과 같다. 실험에서 IPTV 전달망의 
오류(패킷손실, 지연, 지연변이) 발생 시뮬레이션은 Packet Storm[11]을 이용하였고, MOS 값의 측정

은 Shenick 사의 DiversifEye(v5.2)[12]를 이용하였으며, 화면 끊김 횟수는 실험자의 육안으로 관찰

하였다. 사용된 셋톱박스는 삼성 SMT-H6172 모델이며, 실험 평가 채널은 체감품질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움직임이 많은 HD 급 실시간 방송 영상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였다. 

 

Modem
PE Router

H/E

Packet Storm TAP

Wire Shark

STB TV

실험실

DiversifEye

IP망

실시간 방송
주관적인 품

(화면끊김
질측정
회수)

객관적인 품
(V-MOS

질측정
)

 
 

그림 3. IPTV 전달망 오류와 고객 체감품질 상관 관계 측정 실험 환경 
  
2.1. 패킷 손실과 고객 체감품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  

 
RTP 패킷 손실에 의한 품질 저하는 약 0.5 초 이내의 화면 끊김으로 나타난다. 고객들은 보통 

1 시간 단위(쇼, 오락, 드라마 등)나 2 시간 단위(영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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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망에서 발생하는 RTP 패킷 손실이 셋톱박스의 오류숨김 알고리즘에 의해 화면 끊김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패킷 손실이나 기타 다른 망 오류에 의해 재생할 영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셋톱박스는 이전의 정상 프레임을 해당 재생시각에 보여줌으로써 영상은 잠시 정지하는 형

태가 되고, 고객은 이것을 화면 끊김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때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은 1 회 패

킷 손실 발생 시의 손실된 패킷의 개수보다 패킷 손실 발생 빈도에 훨씬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Packet Storm 에서 패킷 손실을 인위적으로 발생(0%, 0.002%, 0.004%, 0.006%, 

0.008%, 0.010%) 시킨 후, 10 분간의 영상에서 화면 끊김이 발생하는 횟수를 측정하였다. 패킷손실

을 발생시키는 실험은 각 2 회씩 실시하였다. 동시에 Wire Shark 를 이용하여 패킷 손실이 발생하

는 영상 스트림을 pcap 파일로 덤프 받아서 해당 영상 스트림에 대해 DiversifEye v5.2 를 이용하여 
영상의 10 분간 평균 MOS 값과 네트워크 품질 지표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아래 표 7 은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7. 패킷 손실률에 따른 품질 지표 

 
패킷손실율 0%

시험# 1회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1회 2

Link dropped
Pkts%

0% 0.0013% 0.0025% 0.0042% 0.0055% 0.0053% 0.0061% 0.0074%

회

0.0106%

측정시간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10min

Rx Pkts. 537,822 528.927 523,523 531,364 529,919 528,095 530,890 532,871 533,609 531,602 534,771

PPS 869.00 829.45 825.89 885.12 840.98 845.57 879.07 861.69 871.01 850.65 847.90

화면끊김회수 0 5 7 12 12 15 16 21 24 26 26

Impaired
I-frame#

0 2 2 4 3 1 4 6 1 10 6

Impaired
P-frame#

1 5 9 15 20 23 28 29 40 31 38

평균 MOS 3.9357 3.9357 3.9074 3.8880 3.8843 3.8797 3.8653 3.8522 3.8399 3.8385 3.8317

GoP 사이즈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0.002% 0.004% 0.006% 0.008% 0.010%

0.0097% 0.0091%

 
 
표 7 의 실험 결과에서 주관적 체감품질 지표인 화면 끊김 횟수와 객관적 체감품질 지표인 10

분간의 평균 MOS 값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4 와 같이 패킷 손실률이 증가할수록 화면 끊김 횟수

는 많아지고 평균 MOS 값은 작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면 끊김 횟수와 평균 MOS 값은 대체적으

로 반비례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화면 끊김 횟수가 0 회에서 26 회로 증가하였을 때 10 분

간의 평균 MOS 값은 3.9357 에서 3.8317 로 0.1040 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시간에 화면 끊김이 
1 회 더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평균 0.0040 의 평균 MOS 값이 떨어지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래프

의 기울기에서 보듯이 패킷 손실률이 낮을 경우(0.004% 이하의 경우)보다는 패킷 손실률이 높은 
구간(0.006% 이상의 구간)에서 반비례의 관계는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패킷 손실률이 낮은 구간

에서는 반비례의 관계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는 패킷 손실률이 낮을 경우는 10 분간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화면 끊김 횟수가 비교적 적어서 MOS 값에 영향을 주는 다른 품질지표의 영향도

가 패킷 손실률이 높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7 의 다른 분석으로 화면 끊김 횟수와 손상된 프레임 수와의 상관관계를 그림 5 에 나타내

었다. 화면 끊김 횟수는 H.264 프레임의 손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I-프레임이나 P-프레

임의 개별적인 손상 개수보다는 손상된 전체 프레임의 총합과 비례하는 관계를 더 잘 보여준다. 
이는 I-프레임의 손상과 P-프레임의 손상이 화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일반적으

로 I-프레임의 손상이 더 심각한 화면 왜곡 현상을 가져 오지만) 두 프레임의 손상으로 인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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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 현상을 육안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시나리오 4 와 5(표 7 에서 
0.004%의 1 회와 2 회)의 경우를 보면, 화면 끊김 횟수는 두 경우 모두 12 회이나 손상된 I-프레임

과 P-프레임의 개수가 4 개와 15 개 또는 3 개와 20 개 인 점을 볼 때 I-프레임의 손상이 화면 끊김 
현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예로서 실험 시나리오 9 와 10(표 7 에

서 0.008%의 2 회와 0.010%의 1 회)에서 손상된 프레임의 총합은 41 개로 같으나 I-프레임의 손상

개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나리오 10 에서 화면 끊김 횟수가 더 많이 관찰되는 점을 볼 때 I-
프레임의 손상 개수가 클수록 화면 끊김 현상을 더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P-프레임 손상의 경우 화면 끊김 시간이 매우 짧거나 정도가 약해서 관찰자가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I-프레임 손상의 경우는 화면 끊김 현상을 관찰자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화면 끊김 횟수와 평균 MOS 값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그림 5. 화면 끊김 횟수와 손상된 I-프레임 또는 P-프레임의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위 그림 4 와 그림 5 의 관계를 종합하면 패킷 손실률이 증가할수록 손상된 H.264 프레임의 

개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면 끊김 횟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평균 MOS 값은 떨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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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연(Delay)과 고객 체감품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 
 
패킷 지연에 의한 품질 저하는 영상화질 품질보다는 오디오 품질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

다. 그 이유는 사람의 청각이 시각에 비해 지연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패킷 지연이 
일어날 때 패킷이 리오더(Reorder) 되지 않는다면 패킷의 지연 값이 셋톱 박스의 지터 버퍼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화면 끊김 현상과 같은 영상 체감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화면 끊김 
현상은 패킷 손실에 대한 셋톱박스의 에러숨김 알고리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패킷 지

연 값이 셋톱박스의 지터 버퍼 범위를 벗어나서 들어오게 되면 셋톱박스는 지연된 패킷에 대하여 
패킷 손실과 같은 처리를 하게 되므로 화면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패킷 리오더가 발

생하게 된다면, 패킷 리오더의 Off-Set 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패킷 리오더 발생 시 0.5 초 이내의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패킷 리오더 발생 시 셋톱박스에서 패킷 순서를 복구하지 
않고 패킷 손실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즉 패킷 리오더와 지터 버퍼 이상의 패킷 지연 그리고 패

킷 손실이 모두 같은 메커니즘으로 처리되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화면 끊김 현상으로 체감

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Packet Storm 에서 패킷 지연을 인위적으로 발생(100ms, 150ms, 200ms) 시킨 후, 5

분간의 영상에서 화면 끊김이 발생하는 횟수를 측정하였다. 셋톱박스의 지터 버퍼를 넘는 150ms
와 200ms 지연 발생 실험은 각 2 회씩 실시하였다. 동시에 패킷 손실에 대한 실험에서와 마찬가

지로 Wire Shark 를 이용하여 패킷 지연이 발생하는 영상 스트림을 pcap 파일로 덤프 받고 해당 
영상 스트림에 대해 DiversifEye v5.2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acket Storm 의 패킷 지연 파라미터

로는 Non-ReOrdering 지연, Gaussian 분포로 세팅하였다. 아래 표 8 은 패킷 지연에 대한 화면 끊김 
횟수와 네트워크 품질 지표 결과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패킷 지연에 따른 품질 지표 

 
지연 값 100ms 150ms 150ms 200ms 200ms 

Link dropped Pkts% 0% 0% 0% 0% 0% 

측정시간 5min 5min 5min 5min 5min 

Rx Pkts. 264,019 266,158 265,127 266,754 265,317 

PPS 868.31 883.02 844.30 881.62 850.71 

화면끊김횟수 0 4 6 12 16 

Impaired I-frame# 0 0 1 0 0 

Impaired P-frame# 1 2 1 2 11 

평균 MOS 3.9306 3.9238 3.9304 3.9254 3.9199 

GoP 사이즈 32 32 32 32 32 

 
실험에서 패킷의 지연 값이 150ms 이상 되었을 때 영상 체감 품질과는 별도로 오디오 체감품

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표 8 에서 지연 값이 150ms 이상일 경우 셋톱박스의 
지터 버퍼를 초과하는 패킷이 발생하여 화면 끊김 현상이 다소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연 값이 
200ms 를 초과하게 되면 화면 끊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IPTV 전달망에서 지연 값이 200ms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패킷 지연이 고객 체감 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의 결과값을 패킷 손실 실험에서의 결과값과 비교해보면 손상된 총 프레임의 개수에 비

해 화면 끊김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덤프받은 pcap 파일을 
DiversifEye 로 Play Back 할 때 실제로 패킷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DiversifEye 에 설정된 지터 
버퍼의 값이 셋톱박스의 지터 버퍼 값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셋톱박스가 인식하는 손상 
프레임 개수보다 DiversifEye 가 적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2.3. 지연 변이(Jitter)와 고객 체감품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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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의 지연변이는 패킷 지연 값에 대한 분포로서, 위의 2.2 절의 패킷 지연 값의 파라미터를 
고정값으로 하지 않고 Gaussian 분포로 측정하였으므로 패킷 지연에서의 결과값과 비슷한 양상을 
갖는다. 지연 변이 값도 패킷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화질 보다는 오디오의 품질에 보다 민감

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일정한 임계점까지는 패킷 지연 변이의 값에 따라서 체감품질은 영

향을 받지 않다가 임계치를 넘어가면 급격히 영상의 체감품질이 저하된다. 지연 변이 값이 50ms 
이내에서는 화면 끊김이나 MOS 값 저하가 없는데 국내 IPTV 전달망에서는 지연 변이 값이 50ms
를 넘지 않으므로 패킷의 지연 변이 역시 고객 체감 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 결론 
 
일반적으로 IPTV 서비스에 대한 고객 체감품질은 IPTV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 뿐만 아니라 

요금이나 개통, 고장처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IPTV 의 원본 영상은 에러없이 인코딩된다는 전제하에서 콘텐츠 데이터의 
전송단계에서 왜곡되는 품질 저하가 고객 체감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MOS 값과의 상관관계로 화면 끊김 횟수(손상된 H.264 프레임의 
개수)를 살펴보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화면 끊김 시간을 함께 고려하고 패킷 손실의 기간(Burst
성)도 동시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전송 품질 지표의 열화와 고객 체감품질과의 상관관계는 네트워크 품질

에 기반한 수동적 IPTV 품질 관리 체계에서 패킷계층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영상화질의 체감품질을 추정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손실되거나 지연되어 도착하는 
패킷이 고객이 느끼는 재생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유추 분석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실험의 결과는 대규모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다채널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상시 품질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문헌 

 
[1]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www.kodima.or.kr) 보도자료, 4 월 26 일 
[2] 이숙란, 임현민, 유재형, “ QoE 기반 품질관리를 위한 IPTV 서비스 모델 분석” , 한국통신학

회(2008) 
[3] ITU-T FG IPTV-C-0411, “IPTV QoS/QoE Metrics” 
[4] ITU-T G.1080, “Quality of experience requirements for IPTV services”, 2008.12 
[5] DSL Forum TR-126, “Triple-play Services Quality of Experience(QoE) Requirements”, 13 December 2006 
[6] ATIS-IIF, ATIS-0800004, “A framework for QoS Metrics and Measurements supporting IPTV Services ”, 

October 2006 
[7] Recommendation J.144 - Objective perceptual video quality measurement techniques for digital cable 

television in the presence of a full reference 
[8] Video quality expert group, http://www.vqeg.org.  
[9] 정현호, 조기용, 이인수, 김종환, 유재형, “ 수동형 IPTV 품질 측정 시스템 구현 방안 연구” , 

한국통신학회(2009)  
[10] 김종환, 조기용, 유재형, “ IPTV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측정 시스템 성능 비교” , 한국통신학

회(2009)  
[11] Packetstorm, http://www.packetstorm.com. 
[12] Shenick diversifEye, http://www.shenick.com 
 

64 
 



KNOM Review, Vol. 13, No. 1 

65 
 

 
 

정 현 호 

2000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2000 ~2001 한화정보통신 가입자망연구소 

2003~현재 KT 네트워크연구소 

<관심분야> IP 미디어 서비스 품질/트래픽 엔지니어링,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김 경 수 

2007 KAIST, 전산학과 석사 

2010 KAIST, 전산학과 박사 

2010 ~ 현재 KT 네트워크연구소 

<관심분야> 멀티미디어 영상처리, 디지털 포렌식, 네트워크 보안, IPTV 품질 

 
김 봉 기 

1995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석사 

1996~현재 KT 네트워크연구소 

<관심분야> 네트워크 OSS, 네트워크 보안 

 
 
 
 
김 종 환 

2003 KAIST, 전산학과 석사 

2009 KAIST, 전산학과 박사 

2009 ~ 현재 KT 네트워크연구소 

<관심분야> 네트워크 OSS, 네트워크 정책 수립, 네트워크 보안 

 
 

 

유 재 형 

1985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99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1986 ~현재 KT 네트워크연구소  

<관심분야> 통신망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네트워크 설계, 차세대 인터넷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