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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 단말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와 같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각각의 단말기기에 맞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은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설계로 이어지고, 응용프로그램 중복 

개발 및 자원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 통합제어망인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기반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위와 같은 복잡한 

설계문제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IPTV 실행 도구 설계를 제안한다. IPTV 실행 도구는 

사용자 단말 설계 부분과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서버(Application Server)의 응용서비스 

설계부분으로 구분되며, 사용자 단말기기의 플랫폼 의존성을 줄여주고 응용서버의 응용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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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S(Circuit Switched) 망으로 시작된 이동 통신망은 기술발전을 거듭하면서 PS(Packet Switched) 망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성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단순한 통화 이외의 기능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IM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기존의 CS 망과 PS 망을 아울러 

지원하여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IMS는 다양한 IP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들의 개발 및 변경을 기존 설계의 큰 변화 

없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적용 가능케 한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유형에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까지도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다[1,2]. 이에 반해 

현재의 IPTV서비스는 통신사에 종속적일 뿐만 아니라 단말기기에 종속적이다. 따라서 IMS의 응용서버와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를 통일 시켜주는 IPTV실행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응용서비스 전개 시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응용서비스 전개에 독립적인 IPTV 실행 도구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개발 시 단말기기에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하며 서비스 유지, 보수가 수월해진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IMS와 IPTV 그리고 응용서버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구조를 분석한 후.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PTV실행 도구를 설계하는 과정과 실제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살펴야 할 

사항을 다루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TV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IMS와 응용서버의 서비스 로직 및 

IPTV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분석한다. 

 

KNOM Review, Vol. 14, No. 2

34



2.1 IMS 구조 및 인터페이스 

IMS는 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IMS는 기본적으로 IP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어와 QoS(Quality of Service) 제어, 기존 인터넷, PSTN, 

이동통신망 등의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결, 로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3]. 

 

 

그림 1. IMS 구조와 인터페이스 

  

위의 그림 1은 간략한 IMS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IPTV서비스 제공 환경에 사용되는 부분만 

살펴보자. IMS는 기존의 Legacy 망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서비스 제어 및 운용 관리 기능에 집중하여 QoS와 

사업자의 정책을 더욱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호 처리를 하는 CSCF(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들이 

존재하여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와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기반의 멀티미디어 세션 제어를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CSCF는 기능에 따라 P(Proxy)-CSCF, S(Serving)-CSCF, I(Interrogating)-CSCF로 

분류된다. 

P-CSCF는 UA(User Agent)가 IMS에 접속할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으로써 Proxy 또는 User 

Agent의 역할을 한다. 주로 수행하는 역할은 UA로부터 SIP 등록 요청을 I-CSCF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할당 받은 S-CSCF의 주소를 저장하여 UA로부터 세션을 관리해야 하는 SIP 메시지가 있을 때, 저장된 S-

CSCF의 주소로 전달한다[4,5]. 

S-CSCF는 IMS의 모든 세션의 상태 관리와 HSS(Home Subscriber Server)와 연동, 가입자 Profile을 

참조하여 호 처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과 서비스 관련정보(과금 등)를 

제공한다. S-CSCF는 UA의 세션을 제어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며, HSS에 가입자를 등록하고, 가입자 정보를 

내려 받아 서비스 Profile을 저장 관리한다. 대표 기능으로는 사용자 인증, 자원의 권한 검증 및 QoS 관리와 

사용자 세션 상태 관리 및 제어서비스 수행이다. 

I-CSCF는 외부망에서 내부망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호에 대해 접점 내부망으로써 

로밍한 외부망 가입자와 내부망 가입자가 연결할 수 있는 접점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며 망 내의 사항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은닉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수행 

기능으로 내부망에서 P-CSCF에게 S-CSCF의 주소를 찾아준다. S-CSCF의 주소를 찾는 방법은 I-CSCF가 

HSS에게 질의하여 해당 P-CSCF에 적절한 S-CSCF의 주소를 검색하고 이 주소를 P-CSCF에게 전달한다. 

HSS는 IMS에서 사용자 이동성 관리를 수행하고, 가입자의 보안 정보를 생성한다. 사용자의 인증, 

메시지 무결성 검사, 서비스 인증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 가입자의 외부망에서 로밍의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망 접근 권한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담당하며 S-CSCF에 User Profile을 

전달하고,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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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TV 서비스 

IPTV는 TV를 넘어 개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방송, 통신, 콘텐츠가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6]. 

IPTV의 구성은 인터넷 접속과 미디어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는 셋탑 박스(SetTop Box)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처럼 초고속 네트워크가 연결된 모뎀을 중심으로 IPTV, PC, 인터넷 

전화 등이 연결되어 있다. IPTV의 서비스는 셋탑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구매, 게임, 음악감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IPTV의 리모컨 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IPTV 홈 네트워크 구성도 

 

현재 IPTV 대부분은 채널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IPTV를 통한 물건 구매나 

노래방서비스 또는 메신저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상재생과 

프로그램가이드 등의 다룰 내용이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서비스에 주 목적이 있다. 

 

2.3 응용서버(Application Server)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응용서버는 IMS에서 동작하는 응용서버를 의미한다. IMS에서 응용서버는 SIP의 

신호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서버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로직을 가지고 본래의 

신호를 특정 역할을 하는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긴급전화번호를 눌러 통화하였을 때, 

해당 신호는 긴급전화번호를 통합 처리하는 응용서버에 전달되고, 응용서버는 작성된 서비스 로직에 따라 

현재 통화자와 가까운 지역의 긴급처리센터로 신호를 연결해 준다[7,8]. 

 

 

그림 3. 응용서버 서비스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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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응용서버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PTV 실행 도구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한다. 응용서버의 

서비스 로직이 IPTV의 응용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SIP메시지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게 된다. 

IPTV 실행 도구는 2가지의 응용서버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IMS를 통한 SIP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게 IMS의 인증과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며 IMS를 사용하는 다른 IMS 구성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9]. 두 번째로 HTTP 방식으로 응용서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HTTP로 접근하는 이유는 

IMS를 거쳐 처리하기에는 반복적이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IMS를 거치며 생기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10].  

위의 두 가지 방법은 IMS 표준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이므로 IPTV 실행 도구 실행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3. IMS 기반의 IPTV 실행 도구 
 

본 논문에서 IPTV 실행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역할을 정의한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역할 부분으로 IPTV 셋탑이나 단말기의 역할을 정의한다. IPTV단말이 다양해짐에 따라 IPTV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IPTV 실행 도구는 단말기 내부에 IPTV 매니저를 두고 IPTV 

단말기들의 인터페이스를 통합 장치 인터페이스로 변환시켜줌으로써 단말기의 플랫폼에 관계없이 

응용서비스를 수행 가능하다. 둘째는 서버 역할 부분으로 3rd Party 사업자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때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유지보수 하게 되는데, 기존의 방법인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서버로 배포하는 방법은 

큰 비용을 요구하여 사업자에게 여러 부분으로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IPTV 실행 도구를 적용하면 

응용서버의 서버 매니저는 응용서비스의 절차나 기능 명세를 가지고 IPTV 매니저와 송수신하며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IPTV 응용 프로그램과 정의된 응용서비스로만 

동작하므로 응용서비스의 변경 시 IPTV 응용 프로그램과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다시 작성하여 재 

배포 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매니저의 도입으로 서비스 로직을 절차와 기능 명세로 분리함으로써 

응용서비스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3.1 통합 인터페이스 

현재 IPTV 기능을 수행하는 셋탑이나 단말기는 특정 플랫폼(운영체제 등)에 종속적이므로 

응용서비스의 변경 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와 같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PTV 실행 도구는 단말기의 장치 라이브러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독립적으로 표 1과 같이 통합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단말기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해당 장치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매니저를 두어 응용서비스의 수행 절차나 통합인터페이스로 작성된 기능들을 조합하여 응용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통합인터페이스는 다양한 OS의 API들을 기능에 따라 통합인터페이스의 API로 

매칭된다. 

 

장치기능 통합인터페이스 다양한 OS 모듈 API 예 

WebCAM 

데이터 수신 
CamRead(변수) 

aCamGetData(변수) 

bWebCamInput(변수) 

WebCAM 

데이터 송신 
CamWrite(변수) 

aCamSendData(변수) 

bWebCamOutput(변수) 

GPS 

데이터 수신 
GPSRead(변수) 

aGPSGetData(변수) 

bGPSRecvData(변수) 

블루투스 

설정 
BTSet(변수) 

aBTConfig(변수) 

bBlueSet(변수) 

블루투스 

데이터 수신 
BTRead(변수) 

aBTGetData(변수) 

bBTRecvData(변수) 

블루투스 

데이터 송신 
BTWrite(변수) 

aBTSendData(변수) 

bBTTransData(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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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치 통합 인터페이스의 분석 예 

표 1은 단말기의 장치들을 이용할 때 호출하는 라이브러리 API들을 통합 인터페이스로 재 작성한 

예를 보여준다.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단말기의 제조회사나 플랫폼에 따라 다른 호출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 1과 같이 IPTV 매니저와 응용서버 매니저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한다면 단말기의 

제조회사나 플랫폼에 관계없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통합인터페이스 API를 두어 IPTV 

매니저에 전달하게 되고, IPTV 매니저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자신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응용서비스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절차와 기능명세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수준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IPTV 실행 도구 시나리오 

IPTV 매니저와 서버 매니저는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수행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매니저는 절차와 기능에 대한 명세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단말기의 장치들을 조작하여 

응용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4. IPTV 매니저와 응용서버 매니저 간의 응용서비스 수행 시나리오 

 

그림 4는 IPTV 사용자가 응용서버에게 응용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IPTV에서 동작하는 매니저와 

응용서버의 매니저 사이에 수행하는 시퀀스 시나리오이다.  

 

①  IPTV매니저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응용서버 매니저에게 보낸다. 

②  응용서버 매니저는 해당서비스에 대한 기능명세서(Function.XML)를 IPTV매니저에게 보낸다. 

③  IPTV매니저는 해당 단말이 실행 가능한 서비스인지 판단한 후 가능할 경우에만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④  응답메시지를 받은 응용서버 매니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명세서(Procedure.XML)를 보낸다. 

⑤  IPTV매니저는 절차명세서에 따라 설정한 후 서비스 시작 요청 메시지를 응용서버 매니저에게 

보낸다. 

⑥  IPTV서비스가 수행된다. 

⑦  사용자가 종료를 하면, IPTV 매니저가 종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⑧  응용서버 매니저는 종료 메시지에 대한 OK 메시지를 전송한 후 서비스를 종료 시킨다. 

 

그림 4의 ②에서 전송된 Function.XML는 그림 5와 같이 작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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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unction.XML 의 구성 

 

Function.XML은 장치의 라이브러리와 표준 API를 호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각각의 장치는 

Devices 요소로 구분되어 여러 개의 장치를 기술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치는 id로 구분한다. 하위 요소로 

Name 요소가 있는데 장치의 이름을 구분하며 RequiredLib 요소는 해당 장치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기술한다. APIReplace 요소는 표준 API를 작성하기 위해 대체되는 기존의 장치 라이브러리의 치환을 

의미한다. 대체되는 표준 API가 여러 개라면 APIReplace도 여러 개로 정의된다. StandardAPI 요소는 실제 

매니저에서 사용할 표준 API를 의미하고, StdParamType은 표준 API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함수 인자의 

타입을 의미한다. PrevAPI는 실제 장치의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데 표준 API를 정의하기 이전의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PrevParamType는 PrevAPI의 인자의 타입을 기술한다. 이렇게 표준 API로 대체할 

라이브러리가 하나의 장치에 여러 가지 존재한다면 APIReplace 요소의 형태로 여러 번 등장하게 된다. 위의 

기능 XML을 정리하면 각 장치의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기존 시스템의 라이브러리를 표준 API로 

변환하도록 재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의 ④에서 전송된 Procedure.XML은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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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rocedure.XML 의 구성 

 

managerinfo 요소는 절차 xml의 버전과 몇 번째에 생성된 서비스 매니저 인지 구분하는 정보를 가진다. 

Thread 요소는 실제 매니저에서 쓰레드를 생성하여 독립적으로 동작하게끔 지시하는 내용이다. 속성으로는 

쓰레드를 관리하기 위해 id를 정의하고 있다. 해당 쓰레드 요소 안에는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 Procedure 

요소는 해당 쓰레드 안에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드는 하나의 절차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실제 서비스의 작은 단위를 형성한다. Procedure 요소는 각 절차의 실제 동작을 위한 하위 요소를 가진다. 

RunType 요소는 매니저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이지 정의한다. 그림 6에서는 FuncCall이라는 함수 호출의 

동작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함수 호출을 지시하였으면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이지 기술하는데 CallAPI는 

Player1과 같은 이미 해당 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플레이어 함수를 호출할 것을 의미한다.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필요한 인자의 정의가 필요한데 paramName은 Player1을 호출할 때 같이 전달되는 B_Buf라는 

변수를 전달하게 된다. B_Buf 변수는 함수의 정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 

paramType는 B_Buf 변수가 Media타입의 바이너리 형식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기능 XML을 정리하면 각 장치의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기존 시스템의 라이브러리를 표준 

API로 변환하도록 재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재 정의된 표준 API를 위에서 살펴본 절차 

XML에서 호출하여 실제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수행된다. 

 

3.3 IPTV 매니저 알고리즘 

그림 7은 그림 4의 IPTV매니저의 동작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의 시작은 그림 3의 ① 응용서비스를 

응용서버에 요청한 상황에서 시작한다. 사용자가 응용서비스를 선택하면 단말 매니저는 응용서버에 

응용서비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IPTV 매니저는 응용서버에서 보내준 기능 

명세서(Function.XML)를 확인하여 현재 요청한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단말기에서 지원하는지 

알아본다. 만약 단말기가 기능명세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서비스가 종료되고, 

사용 가능한 기능이면 응용서버에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응용서버로부터 

절차명세서(Procedure.XML)를 수신한 다음 응용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식 매니저를 fork()를 통해 

생성한다. fork()를 통해 생성된 자식 매니저는 해당 서비스가 전개되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전담해서 

처리한다. 생성된 단말기의 자식 매니저는 응용서버로부터 수신한 절차명세서를 분석하여 서비스 로직을 

형성하고, 이후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응용서버의 자식 매니저와 차례대로 메시지 또는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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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PTV 매니저 동작 알고리즘 

 

지금까지 살펴본 IPTV 실행 도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먼저 

IPTV 단말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살펴본 장점은 다양한 셋탑 플랫폼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및 제거하는 일이 없어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타사의 응용서비스를 사용하며, 다양한 회사의 셋탑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장치의 

라이브러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서버 측면에서의 장점은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기능과 절차를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작성시 서비스 재사용이 쉬우며 3rd Party 사업자의 참여환경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이 풍부해 질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IMS 기반에서 IPTV와 응용서버가 더욱 효율적인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기와 응용서버의 응용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IPTV 수행 도구의 설계를 살펴보았다. 

IPTV 수행 도구는 사용자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응용서버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발자가 직접적인 시스템 개발에서 벗어나 응용서비스 로직의 효율적인 개발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추후 서비스의 유지보수에도 큰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더욱 

좋은 품질의 응용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설계논문 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구현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고, 

응용서비스 풀 구성과 서비스 실행 중 추가되는 절차와 기능에 대한 처리 및 사용자 단말기의 기능이 없을 

때, 이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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