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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로써, IP 멀티캐스팅 방식으로 nVoD, 
PPV, 양방향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IP-TV 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

되어야 하는 영역은 크게 Head-End 센터, IP 네트워크, 고객 STB 단말 그리고 E2E 서
비스 품질의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Head-End 센터에서 고객 수용 네트워

크 장비까지의 네트워크 관점의 실시간 망관리 영역은 IP-TV 서비스의 고객 체감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관리 분야이다.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멀티캐스팅 네트워

크 관점의 관리 요소와 관리 방법을 기술하고, 구현사례로 KT 의 IP-TV 서비스 관리

를 위해 개발된 Multicast NMS 의 기능을 설명하며 네트워크 관점의 IP-TV 서비스 관
리방법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개요 
 

최근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통신과 방송간의 영역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가
고 있다. 즉 통신사업자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
반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케이블 망을 이용하여 초고속 인
터넷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음성, 데
이터, 영상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른바 
Triple Play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
다 

IP-TV 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로써, 
생방송 Digital TV, nVoD, PPV,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등을 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하여 TV 단
말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IP-TV 서비스

는 OECD 가입국 대부분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11 개 사업자(북미 136 개, 유럽 
45 개, 아시아 21 개)가 IP-TV 를 상용화했거나 
준비 중이다.[1] 국내에서는 KT 가 이미 2005
년 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

하였고 2006 년 말에 실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IP-TV 서비스 플랫폼은 그림 1 과 같이 크게 

Main Head-End, Local Head-End, 그리고 xDSL, 
LAN, FTTx 등 다양한 엑세스 방식의 가입자망

과 백본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IP-STB (Set-Top Box) 가 위치한 가입자단으로 
구성된다.[2] 

IP-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제공

하기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은 크게 
Head-End 센터, IP 네트워크, 고객 STB 단말 그
리고 E2E 서비스 품질의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논문은 IP 네트워크 관점에 있
어서의 관리요소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그림 1. IP-TV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 



 

KNOM Review, Vol. 9, No.1, June 2006 45

IP-TV 서비스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제공

되며 IP 네트워크의 백본에서 종단 라우터에 
이르기까지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등 IP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 동작한다. 멀티캐스트

는 전송되는 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수신자

(receiver)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트래픽을  복사하여 여러 지점으로 전
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스트리밍 서버의 부하도 경감하는 전송방식으

로 UDP 를 기반으로 한다. 
2 절에서 멀티캐스트 방식에 대한 소개를 

통해 IP-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관리해야 할 요소를 정의하고, 3 절에서 관
리 방법 및 기능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관
리시스템의 구현사례로 KT 에서 개발된 
Multicast NMS 를 소개하고 IP-TV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자 한다. 
 

   2. Multicasting 기술 및 관리 요소 
 

본 절에서는 IP-TV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멀티캐스팅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따
른 관리요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1 Multicasting  기술 

 

IP-TV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
본망과 가입자망의 물리적 자원들로 구성된 IP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제공된

다.  
멀티캐스트는 전송되는 데이터에 관심을 갖

는 수신자(receiver)에게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트래픽을 복사하여 여러 지점

으로 전송하여 대역폭 절감을 가장 큰 목적으

로 하는 전송방식이다. 데이터를 송출하는 
Head-End 의 스트리밍서버가 멀티캐스트 소스

(Source)가 되고, 수신을 원하는 고객이 수신자

(Receiver)가 된다. 소스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
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출하

며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멀티캐스

트 그룹에 가입 (Join) 하여 데이터를 제공 받
을 수 있다.  

IP-TV 에서는 하나의 멀티캐스트 그룹을 한 
채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고객이 한 채널

의 시청을 요청하면 네트워크 단에서는 해당 
그룹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만
약 다른 고객이 같은 채널을 시청하면 네트워

크 상으로 볼 때 똑같은 그룹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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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orwarding Tree 

 
그림 2 와 같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멀티

캐스트 프로토콜이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참조

하여 결정한 경로를 통해 수신자까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소스단 라우터부터 가입자 종단 
라우터까지 결정되어진 경로를 멀티캐스트 전
달 트리(Multicast Forwarding Tree)라고 하며 멀
티캐스트 전달 트리는 한 그룹에 하나씩 구성

된다.   
그래서 이미 한 지역의 고객이 시청 중인 

채널을 다른 지역의 고객이 또 시청하게 되면 
새로운 전달 경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전달 트리에 ‘가지’만 더 생기게 된다. 그리하

여 컨텐츠 트래픽은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한 
스트림으로 보내져 경로의 분기점에서 복사되

어 각기 경로로 흘러 고객으로 제공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멀티캐스트는 전달 트리를 통해 
채널 트래픽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유니캐스팅이 되는 IP 네트

워크 상에서 멀티캐스팅이 제대로 동작하느냐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네트워크 단에서 제대

로 제공되느냐와 결부된다. 그러므로, IP 네트워

크 관점에서 IP-TV 서비스 관리의 핵심은 IP 
멀티캐스팅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 모델[4] 은 Any Source 
Multicast (ASM) 과 Source Specific Multicast 
(SSM) 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ASM 은 수신

자가 (*,G) 에 가입(Join)을 하는 방식이고, SSM
은 (S,G)정보를 Web Server 같은 방법을 통해 
수신자가 획득하여 (S,G) 에 가입(Join)을 하여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

서 G 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타내며, S 는 특
정 소스의 유니캐스트 IP 를, * 는 불특정 소스

를 의미한다. 즉, SSM 은 특정 소스로부터만 패
킷을 수신하게 되고, ASM 은 RP (Rendez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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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를 통하여 소스를 알게 되어 패킷을 수
신하게 된다. 그림 3 은 ASM 에서 PIM-SM 을 
사용한 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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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eeSourc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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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

 
그림 3. PIM-SM 

 
ASM 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

토콜이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 되어지는데, 이
는 (1) PIM-SM : (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 
Sparse Mode), (2) MBGP : (Multi-protocol Border 
Gateway Protocol), (3) IGMP: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4) MSDP (Multicast Source 
Discovery Protocol) 등이 있다. PIM-SM [3]은 유
니캐스트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전달 트리(Multicast Forwarding Tree) 를 구성하

는 프로토콜이고, MBGP 는 멀티캐스트가 활성

화(Multicast Enabled)된 네트워크로의 경로 정보

를 광고(advertise)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IGMP 는 가입자 단말과 가입자 종단 네트워크 
장비간의 그룹을 관리하며, MSDP [4]는 활성화

된 소스 정보를 전파하여 타 도메인 간 또는 
Anycast RP 간의 소스 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용

된다[5]. 그림 4 와 같이 SSM 의 구현에 있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유사하며 단지 IGMP v3
를 사용하는 것과 RP 및 RP 를 루트로 한 
Shared Tree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인터 도메인 RP 간의 소스 공유를 위해 
MSDP 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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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urce Specific Multicast  

2.2 관리요소 

 

멀티캐스트 기술을 IP-TV 서비스에 적용되

었을 때 관리해야 할 주 요소를 네트워크 관점

에 고려하면 여섯까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IP 네트워크에 적용된 프로토콜의 상

태이다. 멀티캐스팅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되어

야 한다. 물리적인 장비 또는 인터페이스에 아
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이 설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하

지 않으면 서비스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상태 변화에 대한 감
지는 기본이며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정보 및 
고객이 수용된 네트워크 자원 정보이다. 멀티

캐스트의 특성인 데이터의 수신자를 알 수 없
다는 점은 서비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결점이 
된다. 왜냐면,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원활

한 제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객의 정
보와 고객이 수용된 네트워크 자원 정보를 가
지고 멀티캐스트 전달 트리를 활용하여 고객의 
네트워크로 트래픽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감
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
보의 관리 및 활용은 기본이다.  

셋째,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전달되는 멀티

캐스트 전달 트리이다. 전달 트리를 통해 트래

픽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전달 
트리의 관리는 멀티캐스팅 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관리이다. 멀티

캐스트 컨텐츠 트래픽은 스트리밍서버로부터 
고객 단까지 한 스트림으로 전달된다. 경로의 
분기점에서 트래픽은 복사되어 전달되게 된다. 
멀티캐스트 그룹 트래픽은 이렇게 한 스트림으

로 일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고 
트래픽이 급격한 감소 또는 증대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고객의 네트워크 품질이다. 멀
티캐스트 전달 트리를 통해 컨텐츠 트래픽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 뿐만이 아닌 IP-TV 의 영
상은 끊김이나 전송의 지연 에 민감하다. 이러

한 영상의 품질 또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스와 그룹 정보의 관리가 필

요하다. 제공업체의 소스와 해당 채널의 서비

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간의 원활한 관계의 
형성과 서비스의 정확한 제공이다. 특히 ASM
에서는 소스와 고객의 ‘중매’역할을 하는 RP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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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장비의 관리와 이를 통한 (S,G) 정보의 관
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언급된 요소만이 멀티캐스팅의 모
든 관리요소라 할 수는 없지만 멀티캐스트 기
반 서비스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서
비스 체감 품질을 높일 수 가장 중요하고 기본

적인 사항이다. 
 

3. 멀티캐스트 서비스 관리 방법 
 

본 장은 2 장에서 기술한 멀티캐스트 서비

스의 네트워크 상의 관리요소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관리 목적으로 하는 여러 툴과 시
스템들을 살펴보자. 멀티캐스트 그룹에 직접 
가입하여 그룹의 다른 멤버로부터 RTCP 리포

트 정보를 받아 QoS 정보를 보여주는  
rtpmon[6], RTCP 와 mtrace[7] 를 분석하여 멀티

캐스트 전달 트리를 구축하고 패킷 loss 정보를 
함께 보여 주는 MHealth[8] 등의 툴이 있다. 또
한, 라우터의 멀티캐스트 네이버 상태를 알려

주는 mrinfo, 특정 그룹의 전달트리의 구성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mrtree, 멀티캐스트 전달 트
리를 GUI 로 표현 가능한 MView[9] 등의 진단 
성 툴이 있다. 그 밖에 좀 더 운용관리 관점에

서 개발된 Mmon[10]과 SNMP 기반으로 멀티캐

스트 네트워크를 End-To-End 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MRMON[11] 등의 시스템도 있다. 

많은 툴과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종
국적으로는 멀티캐스트 서비스인 IP-TV 서비스

의 관리는 어떤 특정 항목을 위한 감시 시스템

이나 툴이 아닌 통합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감
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IP-TV 서비스의 기반인 멀티캐스팅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관리 방법 및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멀티캐스트 토폴로지 관리 기능

이다. 모든 멀티캐스팅에 참여한 라우터/스위치 
및 그들의 멀티캐스트 피어링(peering) 관계를 
자동으로 찾아내어(Auto Discovery) 토폴로지를 
현행화하고 시각적인 View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PIM 프로토콜의 Neighboring 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원의 물리/논리 동작 상태 감
시 기능이다. 멀티캐스팅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니캐스트 라우팅 정보를 참조하여 멀티

캐스트 라우팅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트웤 장치 및 인터페이스의 상태(UP/Down), 
CPU 부하, 메모리 사용률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멀티캐스팅 장비 및 인터

페이스에 적용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PIM-SM, 
IGMP, MSDP 등)의 상태 및 세션 등의 정보를 
감시한다. 그래서 문제 감시 시에는 경보를 발
생하여 알리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장비

로부터 SNMP 또는 CLI 를 이용하여 수집해 
올 수 있으며 주기적인 수집을 통하여 상태를 
감시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멀티캐스트 트래픽 감시 기능이

다. 그룹(채널)별 또한 인터페이스별 멀티캐스

트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룹별 트래픽은 서버에서 송출되어 가입자에게

까지 일정한 스트림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리고 그룹에 참여한 가입자 수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별로 TCA 를 설정하여 초
과하면 경보를 알리도록 하여 감시할 수 있다. 
링크별 트래픽도 TCA 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는 주기적으로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

를 지속 관리하여 장비별, 시간대별로 TCA 자
동 설정되도록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장된 
트래픽 데이터는 향후 서비스 네트워크의 증설

과 같이 네트워크 디자인 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  

네 번째로, E2E 네트워크 품질 관리 기능이

다. 고객의 트래픽 수신 품질을 감시하는 것으

로 패킷 로스, 지터, 지연 등의 값으로 품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RTP 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전송할 경우에는 RTP 와 RTCP 를 이용하여 송
수신 정보를 체크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P-
TV 서비스 전반적인 품질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분류 QI groups 설명 

사용자 
체감 품질

영상 체감 품질 지표 
종단 사용자가 느
끼는 수신 영상의 
체감 품질 측정 

MPEG-2 TS 품질 지표 

MPEG-2 트래픽 전
반에 대하여 수집/
측정하는 품질 지

표 

Multicasting 품질 지표 
Multicast 네트워크 
구성과 동작에 대
한 품질 지표 

네트워크

품질 

일반네트워크 품질 지표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태에 관련된 품

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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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정보의 측정방법은 패킷 캡춰링, STB 에 
기능구현, Probe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2E 네트

워크 품질정보는 표현 그대로 종단간의 품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면 멀티

케스트 전송경로상의 구간 품질을 측정하여 문
제 유발 구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고객 관리 기능이다. 고객의 
청약 정보(청약 ID, STB ID, 전화번호, SLA 등)
를 관리하고 고객이 수용된 라우터 또는 스위

치 정보를 관리한다. 그래서 고객 단까지 트래

픽의 흐름을 전달트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민원 응대시에도 소스까지의 채널 
전달 상태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최근 선택한 IP-TV 채널 정보의 현행화

는 신속한 대고객 서비스의 기본이고 IP-TV 의 
고객 채널 선호도 및 시청률 등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다. 

여섯 번째로, 멀티캐스트 그룹 및 소스 정
보 관리 기능이다. TV 채널 넘버와 그룹 주소

의 매핑 정보를 관리하고, 채널별 방송 프로그

램 리스트, 방송시간 등을 관리한다. ASM 의 경
우, 그룹별 RP 에 대한 정보와 RP 에 등록된 
(S,G) 정보를 수집하여 Head-End 센터에서 전송

한 채널의 (S,G) 정보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일곱 번째로, 고객과 소스간의 도달 가능성

(Reachability) 확인 기능이다. 멀티캐스트 분배 
경로인 멀티캐스트 전달 트리를 통한 특정 그
룹의 고객까지의 도달 가능성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여덟 번째로, 자원 제어 기능이다. 트래픽 

과부하 또는 스트리밍 오류 발견 시 특정 라우

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rate-limit 이나 ACL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한 관리 방법을 통해 멀티캐스팅 기반

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E2E 
기반으로 Head-End 로부터 고객 측까지 네트워

크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4. Multicast 관리 구현 사례 
 

KT 의 IP-TV 서비스는 ASM 방식이며, 그
림 5.와 같이 방송을 송출하는 Head-End 센터로

부터 QoS 를 보장하는 신규 프리미엄 망, Best-
Effort 기반의 코넷 백본망과 Managed Network
인 고객 접속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거쳐 
댁내의 STB 까지 도달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

다. 프로토콜은 Head-End 의 라우터부터 고객 
측 종단 라우터에 이르기 까지는 PIM-SM[1] 

프로토콜이 적용되고 고객 수용 네트워크 장비

부터 STB 까지는 IGMP 프로토콜을 적용되어 
멀티캐스팅이 동작하게 된다. 그리고, ASM 방
식에서 소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RP 는 
Anycas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MSDP 프로토

콜이 동작하고 있다. 
 

 
그림 5. KT 의 IP-TV 서비스 망 구성도 

 
Multicast NMS 는 이러한 망을 구성하는

Table 1.과 같은 여러 제조사의 네트워크 장비

를 대상으로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장비 장비 제공 업체 수량 
프리미엄 망 시스코, 주니퍼 56 대 
코넷 백본망 시스코, 익스트림, 

레드백 
1,419 대 

엑세스망 시스코, 다산, 미리

넷, 유비쿼스 등 
188,735 대

Table 1. Multicast NMS 수용 장비 현황 
 

시스코, 주니퍼와 같은 대형 업체의 장비 
뿐만 아닌 국내의 다양한 업체의 장비들이 운
용되고 있으며 Multicast NMS 는 이런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되었다.  

그림 6.은 Multicast NMS 의 논리구조도 이
다. Multicast NMS 는 클라이언트와 Application
서버, Network Adaptor 및 Back-End DB 서버의 3 
Tier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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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ulticast NMS 논리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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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ast NMS 에 구현된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다. 
 

1) 토폴로지 구성관리 기능 (그림 7.) : 멀티

캐스트 프로토콜이 활성화된 장비와 인
터페이스에 한하여 감시하며 주기적으로 
프로토콜 상태를 감시하여 새로운 장비/
인터페이스는 추가하고 기존 활성화 상
태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변화된 것은 장
애로 처리한다. 또한, PIM-SM 의 neighbor 
peering 정보를 이용하여 장비간 멀티캐

스트에 참여하는 링크를 자동으로 찾아 
토폴로지를 구성한다. 

 
2) 장애 관리 기능(그림 7.) : 장애현황판 및 

토폴로지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관련된 
장애 감시 및 조치할 수 있다.장애 또는 
B/S 성 경보로 분류하여 관리되는 항목

으로는 장비 상태, 장비 성능, 인터페이

스 Up/Down 상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상태, 채널 전송상태(감소여부), 트래픽 
특정 임계치 미만/초과, 시스템 및 시스

템간의 통신 상태 등이 있다. 
 

 
그림 7. Multicast NMS 메인 화면 

 
3) 도달가능성(Reachability) 확인 기능 : 특

정 장비와 특정 채널을 선택하여 전달경

로를 조회하고 트래픽  도달 가능 상황

을 확인 기능으로써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Top-Down 방식은 특정 장
비로부터 가입자 방향으로 전달 경로를 
찾는 방식이다.(그림 8.) Bottom-up 방식

은 특정 장비로부터 소스 방향으로 특정 
채널의 전달 경로를 찾는 방식이며, 그
림 9.와 같이 트래픽 전달 경로 상의 장

비 및 연결정보가 조회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Reachability 확인을 위해 실시간

으로 해당 경로의 트래픽 흐름 또한 확
인 가능하다. 

 
그림 8. Top-Down 방식의 Forwarding Tree 

 

 
그림 9. Bottom-up 방식의 Forwarding Tree 
 

4) 소스 및 채널 관리 : 스트리밍 서버 IP 
및 상태 , 채널 정보(채널 ID, 채널 주소, 
채널 품질 등) , 소스와 채널 매핑 정보

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능이다. 
 
5) 멀티캐스트 트래픽 TCA 감시(그림 10.) : 

채널별 멀티캐스트 트래픽 감시와  인터

페이스별 In/Out 멀티캐스트 트래픽 감시

를 한다.그리하여 트래픽의 임계치 초과 
또는 미달 시 B/S 성 경보가 발생된다.  

 

 
그림 10. 채널별 멀티캐스트 트래픽그래프 조회 



 

KNOM Review, Vol. 9, No.1, June 2006 50

 
6) KT 에서 개발한 IP-TV 품질측정시스템과

의 연동을 통한 품질 확인 기능 : 3 장에

서 언급된 영상체감품질, 네트워크 품질

을 측정하는 별도의 품질측정 시스템과

의 연동을 통한 고객의 서비스 품질 확
인이 가능하다. 

 
Multicast NMS 는 KT 의 방대하고 다양한 네

트워크 자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시
스템이다. IP-TV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면 본 시
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분야의 하나인 멀티캐

스트 기반의 네트워크 관점의 실시간 망관리에  
대한 관리요소 및 관리방안 그리고 구현사례로 
KT 에서 개발하여 운용중인 Muticast NMS 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향후 IP-TV 서비스의 큰 
시장성을 볼 때 IP-TV 서비스의 기반인 멀티캐

스팅 관리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

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WiBro 서비스에서

도 Multicasting 에 기반한 서비스는 ISP 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Killer 애플리케이

션의 등장을 예고한다. 해외에서도 Multicast 감
시/관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mcping[12], mcroute[12] 등과 같은 유
틸리티로 소스와 가입자 간의 도달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ITU-T 는 2007 년까지 IP-TV 표준체계를 정
립하고자 한다. 또한 ALL-IP 를 지향하는 IPv6
는 Multicast 를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동향이 “Customer Centric”을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IP-TV 의 기반인 멀티캐스트 네트워

크관리도 국내/외의 연구에 발맞추고 IPv6 의 
등장에 대비하며 KT 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을  
잘 수용하여 고객을 중심으로 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고객의 체감품질, 네트워크품질 등의 관
점에서 고객의 관점 에 중점을 두어 완전한 
E2E 서비스관리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연구

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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