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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시장 성장과 더불어 사용자 단말 기술 발달 및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증대로 인한 IPTV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IPTV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객 체감 품질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IPTV 서비스의 본원적 QoE(Quality of 
Experience)에 대한 전반적 향상을 위해서는 QoE, QoS(Quality of Service), NP(Network 
Performance)의 전반적 향상이 요구되는데 한정적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품질 요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영향도가 큰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PTV 품질 요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영향도가 큰 항목을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라 정의하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와 그 결과로 도출된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를 기술하고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 간 상관 관계 및 
인과 관계를 도출하여 분석한다. 

 
ABSTRACT 

IPTV service environment has been under a dramatic change along with the IPTV market 
growth and customer’s demanding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PTV service in the viewpoint of the quality that maximizes the customer 
experience. So we have to identify the appropriate managed element of service quality 
and keep maintaining the quality level. In order to manage the service quality 
systematically, this paper describes how to define an IPTV service quality framework 
and extract quality elements according to three layers such as QoE, QoS and NP. And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and manage quality elements that impact on the customer 
experience from the economic aspect. So this paper identifies the core quality managed 
elements, their relationships and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m by applying QFD 
methodology.  

Keywords: QoE(Quality of Experience), QoS(Quality of Experience), NP(Network 
Performance),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HOQ(House of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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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D(Causal Loop Diagram) 
 
 

   1. 개요 
 

세계 각국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경우 GDP 중 
서비스 산업 비중이 1990 년 49.5%에서 2005 년 56.3%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고용 비중은 
47.1%에서 65.5%로 증가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GDP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6%로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품질 요소가 중요한지 그 
요소가 고객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IPTV 서비스에 있어 품질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상관 관계를 기술하며 품질 핵심 요소 간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해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품질 핵심 요소 관리 가능성을 
살펴본다. 

IPTV 서비스 품질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의 관리적 측면에서 구체적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는 ITU-T[2]-[10], ATIS[11], DSL Forum[12] 등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 기관의 체계와 
양립이 가능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관점의 요소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의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와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식별 방안 및 상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며 3 절에서는 앞서 기술된 
IPTV 품질 요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영향도가 큰 항목을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라 
정의하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QFD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와 그 결과로 도출된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와 상관 관계를 살펴 본다. 4 절은 3 절에서 도출한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5 절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IPTV 서비스 품질 체계 
 

IPTV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지표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계층 구조로 
정리하였다. 우선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를 정립하였고 다음으로는 요소와 
지표들을 용어체계에 맞게 분류하고 상호간에 관계를 계층화 함으로 IPTV 서비스 품질 
체계를 정립하였다. 
 
2.1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 

IPTV 분야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는 국제 기관의 체계와 양립이 가능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측면의 요소뿐 아니라 고객 관점의 요소를 포함하여 IPTV 서비스와 
같이 차세대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정의한다는 원칙하에 [표 1]와 같이 정립하였다. ITU-
T 에서 제시하였던 QoS 와 NP 체계에 [표 1]에서 제시한 QoE-QoE Indicator-QoS-NP 체계를 
대응시키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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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PTV 서비스 품질 용어 체계 및 정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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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요구사항

통신망성능

목표

통신망
성능측정

제공될
QOS

통신망관련

기준

통신망 비관련

기준

제공된
QoS

인지된
QoS

QOS 
요구사항

통신망성능

목표

통신망
성능측정

계획된
QOS

통신망 관련

기준

본원적 QoE 및
QoE Indicator

본원적 QoE 및
QoE Indicator QoSQoS NPNP

• 사용자가 본원적 요소에 대해
경험하는 품질

• (예) 본원적 QoE: 화질이 선명함
끊김 없음

QoE Indicator: Blurring, Jerkiness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 (예) Packet jitter
Packet loss
RTP delay
RTP jitter

• 통신망 제공자가 관리하는
통신망 성능

• (예) CPU 로드 부하율
이상트래픽
신호대잡음

 
[그림 1] IPTV 서비스 전달 구조와 품질 요소 간 관계[13] 

 
2.2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식별 및 항목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식별은 [그림 2]와 같은 품질 요소 식별 방안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를 범주화 하였다. 예를 들어 화면의 ‘끊김’은 
‘고객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의사결정지점에서 ‘Yes’로 내려간다. ‘끊김’은 
고객 관점의 항목이므로 두 번째 의사결정지점에서 ‘고객’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끊김’의 
경우 ‘본원적 QoE’ 범주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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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PTV 서비스 품질 요소 구분법[13] 
 

최종적으로 도출된 IPTV 본원적 QoE-QoE Indicator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본원적 QoE-QoE Indicator 항목[13]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한 운영 정의는 QoE level 2 와 QoE Indicator 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QoE level 1 의 경우 그 항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항목별 
운영 정의는 [표 3] [표 4]와 같다. 

QoE Level 0 QoE level 1 QoE level 2 QoE Indicator 

본원적 QoE

Audio QoE 오디오 왜곡 Drop outs 

Video QoE 
 
 

선명도 Resolution 

색상 왜곡 Color Error 

형태 왜곡 

Blurriness 

Edge Busyness 

Block Distortion 

Smearing 

잔상 
Object Persistence 

Object Retention 

끊김 

Jerkiness 

Frame skipping 

Frame freezing 

Multimedia QoE
비디오-오디오

조화 
Lip sync 

Transaction QoE 반응성 

Channel Change Latency 

Pause, Play Latency 

EPG navigation responsiveness 

Transmission 
QoE 

신뢰성 
Out-of-Service Duration time 

Out-of-service Frequency 

Security QoE 보안 Content Secu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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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원적 QoE level 2 항목별 운영 정의[13] 
 

 
QoE Indicator 운영 정의 

Drop outs 오디오 볼륨의 크기가 갑자기 매우 작아지는 현상의 정도 

Resolution 해상도, 이미지의 선명한 정도 

Color Error 이미지의 색조와 채도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현상 

Blurriness 이미지 전체에 선명도 저하가 나타나는 왜곡 현상 

Edge Busyness object 의 edge 나 그 근처에 얼룩  

Block Distortion block encoding structure 에서 일부 block 이 부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왜곡 현상 

Smearing 
전송된 이미지의 일부(Edge 나 일부 공간적 디테일)의 선명도 저하가 일어나는
국소적인 이미지 왜곡 현상 

Object 
Persistence 

지나간 프레임에 존재하던(그 이후 프레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object 의
테두리나 희미한 형태가 그 다음 프레임이나 현재 프레임에도 존재하는 이미지
왜곡 현상 

Object 
Retention 

지나간 프레임에 존재하던(그 이후 프레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object 의
일부분이 그 다음 프레임이나 현재 프레임에도 존재하는 이미지 왜곡 현상 

Jerkiness 
원래 부드럽고 연속적인 동작이 일정 간격을 두고 찍은 snapshot 연속처럼
느껴지는 현상 

Frame skipping 연속적인 프레임들 중 일부가 skip 되는 현상 

Frame freezing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재생 중 특정 프레임에서 장시간 멈추는 현상  

Lip sync Video 와 Audio 의 동시성이 벗어난 정도 

Channel Change Latency 채널이 바뀌는 동안 대기하는 시간 

Pause, Play Latency 비디오 재생에 있어 Play, Pause 등의 명령이 수행되기까지의 대기시간 

EPG navigation responsiveness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navigation 의 반응성 

Out-of-Service 
Duration time 

서비스 불능 시 지속 시간 

Out-of-Service 서비스 불능의 발생 빈도 

QoE level 1 
QoE  

level 2 
운영 정의 

Audio QoE 
오디오  
왜곡 

오디오가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되는 현상과 관련된 품질 
(ex, 갑자기 소리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현상) 

Video QoE 

선명도 
이미지가 선명한 정도와 관련된 품질 
(ex, 왜곡이 없을 때 이미지가 깨끗한 정도) 

색상 왜곡 
이미지의 색상이 왜곡되는 현상과 관련된 품질 
(ex, 원본 이미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색조의 등장) 

형태 왜곡 
이미지의 특정 사물, 공간의 형태가 왜곡되는 현상과 관련된 품질 
(ex, 사물의 모서리 근처에 작은 얼룩이 생기는 현상) 

잔상 
이미지의 특정 사물, 공간의 잔상이 남아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과 관련된
품질(ex,지나간 이미지에만 존재하는 사물의 테두리가 계속 남는 현상) 

끊김 
이미지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끊김으로 인해 왜곡되는 현상과 관련된 품질 
(ex, 화면이 뚝뚝 끊어지면서 부자연스럽게 재생되는 현상) 

Multimedia 
QoE 

비디오-오디오 
조화 

오디오, 비디오간의 조화(동시성)와 관련된 총체적 품질 
(ex, 배우의 대사와 입술 모양이 맞지 않는 현상) 

Transaction 
QoE 

반응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제공받는데 있어 서비스 제공 장비의 반응속도와
관련된 품질 (ex, 채널을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Transmission 
QoE 

신뢰성 서비스의 지속, 불능 상태와 관련된 품질 (ex, 서비스 불능 지속 시간) 

Security QoE 보안 
이용자의 콘텐츠 사용 권한 운영과 관련된 품질 
(ex, 프리미엄 사용자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일반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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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ontent Security 
Level 

이용자의 콘텐츠 사용 권한 운영에 관한 보안 수준 

[표 4] 본원적 QoE Indicator 항목별 운영 정의[13] 
 

또한 QoS, NP 항목 및 운영 정의는 각각 [표 5][표 6]과 같다. 
 

[표 5] QoS Level 2 항목별 운영 정의[13] 
 

NP Level 1 NP Level 2 운영 정의 

STB 

CPU 사용율 STB CPU 사용율 

Memory 사용율 STB 메모리 사용율 

STB 장애 경보건수 STB 의 장애 경보 발생 건수 

가입자선로 감쇠도 전송 선로에서 전기 신호가 줄어드는 것 

집선장치, 
집선스위치 

이상 트래픽 건수 이상 트래픽 발생 건수 

시스템 재가동 건수 장비의 재가동 건수 

CRC 에러 건수 L2 단의 CRC 에러 발생 건수 

신호대잡음율 L2 단의 신호대잡음비율 

Port Up/Down 건수 Link Down 발생 건수 

CPU 로드 부하율 장비의 CPU 로드 부하율 

가입자포트 끊김 건수 가입자포트 끊김 건수 

기간망 시설 
(백본망, 접속망 시설  

포함) 

이상 트래픽 건수 이상 트래픽 발생 건수 

시스템 재가동 건수 장비의 재가동 건수 

CPU 로드 부하율 장비의 CPU 로드 부하율 

접속망 장애 건수 
메트로스위치, 미디어스위치, SER (Service Edge 

Router) 등 접속망 장비의 장애 건수 

백본 물리망 장애 건수 백본 장비의 장애 건수 

백본 인터페이스 장애 건수 백본 인터페이스 장애 건수 

전송장비 전송장비 장애 건수 전송장비 장애 건수 

QoS Level 1 QoS Level 2 운영 정의 

Middleware 
Middleware Processing Time 미들웨어의 작업 처리 시간 (지연) 

Authentication Error 가입자 인증 error 

Protocol 

Channel Zapping Time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RTP Delay RTP 의 Delay 

RTP Jitter RTP 의 Jitter 

VoD Server 
VoD Server Error VoD Server 작동에서 발생하는 오류 현상 

VoD Server Delay VoD Server 작동의 지연 현상 

Network Edge 
& 

Access 

Bandwidth 네트워크 망의 대역폭 

Burst Level Burst (일시적 전송 불능상태) 발생 정도 

IP Packet Delay IP Packet 전송 지연 현상 

IP Packet Loss IP Packet 전송 중 일부의 손실 

IP Packet Jitter IP Packet 전송 중 발생하는 Jitter 현상 

MPEG 
Transport 

Stream 

PCR Jitter PCR (Program Clock Reference)의 Jitter 현상 

PTS error PTS (Program Presentation Time Stamp)와 관련된 error 

PSI Data error PSI (Program Specific Information) Data 와 관련된 error 

Video Frame 
Video Frame| 

Impairment Level 
전송된 MPEG Video 의 Frame 손상 정도 

Decoding / 
Decryption 

Decoding Error 디코딩 작업의 지연 

Decoding Delay 디코딩 작업 중 발생하는 오류 

STB 

STB Command 
Processing Time 

셋톱박스의 명령 처리 시간(능력) 

STB Buffer 
Under/Overflow 

셋톱박스 버퍼의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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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프로토콜 장애 건수 프로토콜 관련 장애건수 

 [표 6] NP Level 2 항목별 운영 정의[13] 
 
 

   3.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 도출 
 

IPTV 서비스의 본원적 QoE 전반적 향상을 위해서는 본원적 QoE, QoS, NP 전반적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품질 요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영향도가 큰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QFD 방법론 

QFD 방법론은 1972 년 미스비시 중공업의 고배조선소에서 원양어선 제작 시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것으로 엄격한 정부의 규제 조항과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설계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사용했던 행렬형태의 도표가 QFD 의 시초가 되었다. 

QFD 의 기본개념은 고객의 요구사항(Customer Attributes; CAs)을 제품의 설계 
특성(Engineering Characteristics; ECs)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부품 특성, 공정 계획 및 생산 
계획까지 전개해 나감으로써 고객의 요구가 최종 제품에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각 단계별 전개 과정에서는 [그림 3]와 같은 HOQ(House of Quality) 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도표가 사용된다.[14]-[16] 

 

 
[그림 3] HOQ 의 기본 구조 

 
[그림 3]에 나타난 HOQ 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CA 도출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 사항 항목 도출 
② CA 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결정된 고객 요구 사항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③ CA 벤치마킹  고객 요구 사항 별 만족도에 대한 타 경쟁사와의 벤치마킹 

데이터 수집 
④ 기타 CA 관련사항 파악  기타 CA 관련사항(계획 수준, Sales Point 등) 파악 
⑤ EC 도출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항목 도출 
⑥ EC 벤치마킹  기술적 특성 별 수행도 에 대한 타 경쟁사와의 벤치마킹 데이터 

수집 
⑦ CA-EC 관계 Matrix 작성  고객 요구 사항과 기술적 특성 간의 연관 관계 파악 
⑧ EC-EC Correlation Matrix 작성  기술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파악 
⑨ EC 간의 우선 순위 파악  고객 요구 사항의 총체적 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특성의 중요도 파악 

제품설계특성 (EC)5

소비자
요구사항

(CA)

1

CA의
상대적
중요도

2

CA 
벤치마킹

기타 CA
관련사항

3 4

CA-EC
연관관계

EC-EC
상관관계

8

7

EC 벤치마킹6

EC 간의우선순위9

EC의목표수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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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C 의 목표 수준 설정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EC 의 목표 수준 설정 
 

본 사례에서는 CA 의 상대적 중요도와 EC 간 우선 순위를 통해 IPTV 서비스 품질 
요소의 항목별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③ CA 벤치마킹, ④ 기타 CA 관련 사항, ⑥ EC 벤치마킹, ⑩ EC 의 목표 
수준 절차를 생략하였다. 

 
3.2 QFD 방법론 적용 

IPTV 서비스 품질 요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QoE-QoE Indicator,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QoS, 통신망 제공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NP 3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QoE-QoE Indicator 와 QoS 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QoS 와 NP 간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두 단계의 HOQ 를 작성하였으며 각 단계를 HOQ-I, HOQ-II 라고 하였다. 

두 단계의 HOQ 를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Q
oE

QoS

Q
oS

NP

Output: 핵심QoS 항목 Output: 핵심 NP 항목

HOQ-I (단계 I): QoE QoS HOQ-II (단계 II): QoS NP

 
[그림 4] 2 단계 HOQ 도출 과정 

 
3.3 핵심 QoE & QoS 도출: HOQ-I 

[표 2]의 본원적 QoE-QoE Indicator 항목 중 본원적 QoE 의 QoE Level 2 항목을 CA 의 
최하위 항목으로 적용하였다.  

QoE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정보를 위하여 8 명의 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델파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QoE Level 2 항목 간의 중요도 분석 결과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끊김이 2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끊김 현상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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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QoE

신뢰성Transmission QoE

반응성Transaction QoE

비디오-오디오 조화Multimedia QoE

끊김

잔상

형태 왜곡

컬러 왜곡

선명도

Video QoE

오디오 왜곡Audio QoE

보안Security QoE

신뢰성Transmission QoE

반응성Transaction QoE

비디오-오디오 조화Multimedia QoE

끊김

잔상

형태 왜곡

컬러 왜곡

선명도

Video QoE

오디오 왜곡Audio QoE

10.6%

10.6%

7.0%

12.8%

21.9%

6.2%

10.3%

5.9%

7.2%

7.6%

 
[그림 5] QoE Level 2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13] 

 
또한 [표 5] QoS Level 2 항목을 EC 의 최하위 항목으로 적용하였고 QoE-QoS 

연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관관계의 강도를 1-3-9 척도를 사용하여[표 7]로 
표기하였고 QoS-QoS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 8]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다. 
 

표기 기호 관계 
◎ 절대적으로 대응관계 있음 
○ 대응관계 있음 
△ 대응관계는 있으나 정도가 약함 

(blank) 대응관계 전혀 없음 

[표 7] 연관관계 표기 기호 
 

표기 기호 관계 
● 강한 양의 상관 관계 
○ 약한 양의 상관 관계 
† 약한 음의 상관 관계 
‡ 강한 음의 상관 관계 

(blank) 상관 관계 없음 

[표 8] 상관관계 표기 기호 
 

도출된 HOQ-I 의 QoE 와 QoS 연관 관계를 QoE 중심, QoS 중심으로 보면 각각 [그림 
6]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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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QoE-QoS 연관 관계(QoE 중심) [13] 

 

 
[그림 7] QoE-QoS 연관 관계(QoS 중심) [13] 

 
QoE 항목별 QoS 와의 연관성 여부 및 영향 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QoE 들이 현 

QoS 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oS 와의 연관성이 가장 강한 QoE 
항목은 ’끊김’으로, 강한 관계를 갖는 QoS 항목이 5 개, 중간 정도 관계를 갖는 QoS 
항목이 8 개 존재했다. 

  QoS 항목별 QoE 와의 연관성 여부 및 영향 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QoS 가 
QoE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SI Data error’의 경우 QoE 와의 연관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Channel Zapping Time’, ’Bandwidth’, ’STB Command Processing Time’, ’PCR 
Jitter’는 단 1 개의 QoE 항목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QoE 와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RTP Delay’와 ’RTP Jitter’, ’Decoding Delay’와 ’Decoding 
Error’는 서로 유사한 패턴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유사한 패턴을 갖는 QoS 항목들은 
의미상의 중복 여부, 상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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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QoS 간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QoS 간 상관 관계[13] 

 
QoS 상관성 분석 결과 상당수의 QoS 항목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 관계였다. 전체적으로 다른 QoS 항목과 상관성 정도가 큰 
항목은’IP Packet Loss’,’IP Packet Delay’, ’IP Packet Jitter’, ’Decoding Delay’, ’Decoding Error’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다. 해당 항목들은 연관 관계로 도출되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QoE 간 상대적 중요도 정보와 QoE-QoS 간 연관 관계 정보를 통해 QoS Level 2 항목간 
우선 순위와 종합적 영향 도를 [표 9]과 같이 도출하였다. 상위 5 개 항목인 ’Video 
Impairment Level’, ’IP Packet Loss’, ’Decoding Error’, ’Burst Level’, ’STB Buffer 
Under/Overflow’가 전체 영향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IP Packet 
Loss(2 위), Decoding Error(3 위)는 다른 QoS 와 상관 관계가 높은 항목들로 실제 수치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겠다. 

특정 QoE 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해당 QoE 에 관련된 QoS 를 
개선해야 하며 [그림 9]는 상위 5 개의 항목이 어떤 QoE 와 어느 정도 연관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끊김’과 강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끊김’이 
QoE 항목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므로, 이와 강한 관계를 갖는 QoS 
항목들의 영향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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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QoS Level 2 항목 간 우선순위 및 영향도[13] 

 

5.0%

10.0%

15.0%  
[그림 9] QoE-QoS 연관관계 및 QoS 영향도[13] 

 
[그림 10]은 QoS Level 1 의 영향도 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Network Edge 

& Access’의 영향도가 QoE 전체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네트워크와 직접 관련된 QoS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겠다. ’Video 
Frame’의 경우 높은 영향을 보이지만 QoS Level 2 단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Video Frame Impairment Level’ 항목을 단일 하위 항목으로 갖고 있어 하위 항목을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8 
KNOM Review, Vol. 11, No.1, July. 2008 

6.41%

8.10%

8.19%

8.74%

9.87%

13.52%

16.06%

29.11%

영향도

100.0%

93.59%

85.49%

77.30%

68.55%

58.69%

45.17%

29.11%

누적
영향도

Protocol

VoD Server

STB

MPEG Transport Stream

Middleware

Video Frame

Decoding / Decryption

Network Edge & Access

QoS Level 1

6.41%

8.10%

8.19%

8.74%

9.87%

13.52%

16.06%

29.11%

영향도

100.0%

93.59%

85.49%

77.30%

68.55%

58.69%

45.17%

29.11%

누적
영향도

Protocol

VoD Server

STB

MPEG Transport Stream

Middleware

Video Frame

Decoding / Decryption

Network Edge & Access

QoS Level 1 80%60%40% 100%30% 25% 20% 15% 10% 5%

 
[그림 10] QoS Level 1 영향도[13] 

 
3.4 핵심 NP 도출: HOQ-II 

HOQ-II 단계에서는 HOQ-I 단계에서 사용한 QoS Level 2 항목 중 ‘Protocol’, ‘Network 
Edge & Access’, ‘Decoding/Decryption’, ‘STB’와 관련된 항목 만을 대상으로 CA 를 
적용하였다. 이는 NP 체계가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HOQ-I 에서 도출한 QoS level 2 항목의 종합적 영향 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QoS 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시 계산하여 CA 의 상대적 중요도로 
반영하였으며 [표 10]과 같다. 
 

QoS Level 1 QoS Level 2 상대적 중요도 

Protocol 

Channel Zapping Time 1.21% 

RTP Delay 4.76% 

RTP Jitter 4.76% 

Network Edge 
& 

Access 

Bandwidth 3.81% 

Burst Level 14.22% 

IP Packet Delay 5.16% 

IP Packet Loss 20.30% 

IP Packet Jitter 5.20% 

Decoding / 
Decryption 

Decoding Error 16.62% 

Decoding Delay 10.25% 

STB 
STB Command Processing Time 1.21% 

STB Buffer Under/Overflow 12.49% 

[표 10] QoS Level 2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13] 
 

앞서 기술된 [표 6]의 NP 항목을 HOQ-II 의 EC 항목으로 적용하여 HOQ-II 를 
도출하였으며 QoS 와 NP 연관 관계를 QoS 중심, NP 중심으로 보면 각각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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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QoS-NP 연관 관계(QoS 중심) [13] 

 

 
[그림 12] QoS-NP 연관 관계(NP 중심) [13] 

 
QoS 항목별 NP 와의 연관성 여부 및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QoS 가 NP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NP 와의 연관성이 강한 QoS 항목은 ‘IP Packet Loss’임을 
알 수 있었다. 

NP 항목별 QoS 와의 연관성 여부 및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NP 가 QoS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NP 가 QoS 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NP-NP 상관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NP 간 상관성 분석 결과 상당 수의 
NP 항목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NP 항목과 상관성 정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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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Port Up/Down’, ‘접속망 장애 건수’, ‘백본 물리망 장애 건수’를 들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은 연관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클 수 
있다 하겠다. 

 

 
[그림 13] NP-NP 상관 관계[13] 

 
NP Level 2 항목 간 우선순위와 종합적 영향도는 [표 11]과 같이 도출되었다. NP 항목 

중 우선순위 상위 3 개 항목이 전체 영향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8 개 
항목이 전체 영향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하위 6 개 항목은 각각의 
영향도가 0%로 QoS 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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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NP Level 2 항목 간 우선순위 및 영향도[13] 

 
 
4. IPTV 서비스 품질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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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 간 인과관계는 고객 관점 품질(QoE)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거나 제공자 관점의 품질이나 성능(QoS 와 NP)의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도출되면 IPTV 서비스 품질 요소 전체나 요소 중 특정 항목의 이상이 
감지되거나, 특정 항목을 전략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소 항목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함으로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 간 인과관계의 도출과 분석을 위해 System Dynamics 
방법론의 CLD(Causal Loop Diagram)을 사용하였다.[13] 
 
4.1 인과관계 분석 방법론 

System Dynamics 란 시스템의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시스템의 구조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System Dynamics 에서는 각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CLD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CLD 는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관련된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화살표를 통해 
도식화한 도표이다. 

 
4.2 IPTV 서비스 품질 인과고리모형(CLD) 도출 

2 절에 기술된 10 개의 QoE, 20 개의 QoS, 19 개의 NP 는 인과고리모형의 요소로 
사용되고 3 절에 언급된 HOQ 의 연관관계와 상관관계 정보는 인과고리의 정보로 
사용된다. 

최종 도출된 인과고리모형은 [그림 14]와 같다. 단방향 화살표는 HOQ 상에서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요소를 연결하며 화살표 방향은 ‘원인으로부터 결과 방향’을 
나타낸다. 양방향 화살표는 HOQ 상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요소를 연결한다.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굵은 화살표의 경우 ‘강한 연관관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4] IPTV 품질 요소 간 인과고리모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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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고리모형은 크게 2 가지 방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QoE 로부터 
NP 방향의 분석이고 둘째는 NP 로부터 QoE 방향의 분석이다. 전자의 경우 ‘QoE 변동의 
원인 추적 분석’이라고 부르며, 후자의 경우 ‘NP 변동의 파급 효과 예상 분석’이라 
부른다. 

‘QoE 변동의 원인 추적 분석’은 IPTV 서비스 도중 특정 항목에 대한 장애 접수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거나, IPTV 서비스 자체 
모니터링 중 특정 QoE 항목의 품질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며, 특정 QoE 항목을 Sales Point 로 선정할 경우 그 항목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대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NP 변동의 파급 효과 예상 분석’은 IPTV 서비스 도중 NMS 에서 특정 NP 항목에 
대한 장애가 감지될 경우 고객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하거나 특정 NP 를 
향상시키는 기술의 개발, 도입 시 해당기술이 QoS 및 QoE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5]는 QoE 항목 중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끊김’ 항목에 대한 원인 추적 분석을, 
[그림 16]은 NP 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 재 가동 건수’에 대한 파급 효과 예상 
분석을 기술하고 있다. 
 

끊김

Burst Level

IP Packet Loss

STB Buffer Under/Overflow

시스템 재가동 건수(집선)

이상 트래픽 건수(집선)

Memory 사용률 (STB)

CPU 사용률 (STB)

QoE QoS NP

RTP Delay

RTP Jitter

Bandwidth

IP Packet Delay

IP Packet Jitter

Decoding Error

Decoding Delay

시스템 재가동 건수(기간망)

이상 트래픽 건수(기간망)

가입자포트 끊김 건수

백본 인터페이스 장애 건수

전송장비 장애 건수

백본 물리망 장애 건수

STB 장애 경보 건수

CPU 로드 부하율(집선)

프로토콜 장애 건수

접속망 장애 건수

Video Impairment Level

Channel Zapping Time

Middleware Processing Time

PCR Jitter

PTS Error

PSI Data Error

VoD Server Error

VoD Server Delay

 
[그림 15] ‘끊김’ 변동의 원인 추적 분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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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스템 재 가동 건수(집선)’ 변동의 파급 효과 예상 분석[13] 

 
[그림 15]의 경우, IPTV 서비스 도중 끊김 관련 장애 접수가 급증할 때, QoS 항목 중 

‘Video Impairment Level’, ‘Burst Level’, ‘IP Packet Loss’, ‘Decoding Error’, ‘STB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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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Overflow’와 NP 항목 중 ‘시스템 재 가동 건수(집선)’, ‘이상 트래픽 건수(집선)’, 
‘Memory 사용률(STB)’, ‘CPU 사용률(STB)’, ‘전송장비 장애 건수’ 등에 이상이 없는 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다. 

[그림 16]의 경우, IPTV 서비스 집선망의 ‘시스템 재 가동 건수’의 장애가 감지될 경우, 
IPTV 서비스의 QoS 중 ‘Burst Level’, ‘IP Packet Loss’, QoE 중 ‘끊김’과 ‘신뢰성’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IPTV 서비스 품질 요소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객 
체감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PTV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체계를 제시하였고, 
한정적 자원으로 최대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IPTV 품질 요소를 구성하는 본원적 QoE, 
QoS 및 NP 항목 중 영향도가 큰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를 QFD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IPTV 서비스 품질 핵심 요소 간 상관 관계 및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향후 QoE, QoS 및 NP 항목에 대한 상관 관계 및 인과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시스템화 하는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네트워크 품질 측면의 
본원적 품질 뿐 아니라 각종 응용 서버에서 제공하는 콘텐트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가적 품질과 서비스 개통,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측면의 지원적 품질을 포함한 
종합적 고객 체감 서비스 품질 연구를 통해 고객 체감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 체감 서비스 품질을 본원적, 부가적, 
지원적 품질 유형 군으로 분류하여 지표화 하고 지표 종류와 가중치는 다이나믹하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체감 품질 요구사항 및 인식에 대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사이클 및 프로세스 연구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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