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 NGN에서 QoS 제공이 가능한 MPLS 기반 멀티캐스트 ITU-T 표준화 동향 

 

최근에 침체된 네트워크 시장에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 등장하면서 새로

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BcN은 음성과 패킷,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말한다.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에서 작년까지 활동하였던 FGNGN(Focus 

Group Next Generation Network)에서는 NGN Release 1의 요구사항, 범위, 구조 등 기본적

인 내용에 관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음성과 패킷 통합을 위한 NGN의 구조와 유

선과 무선 통합을 위한 이동성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표준화를 집중하였다. 하지만, 통신

과 방송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2005년 4월 제주도에서 있었던 FGNGN 회의에서 처음으로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를 

NGN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 SG 13에서도 통신 방송 융합 서비

스의 일종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계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Y.ngn-

mcast(NGN Multicast Service Capabilities with MPLS-based QoS Support)에 대한 권고 초

안의 작업을 승인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ITU-T SG 13에서 권고 초안으로 승인 받아 표준화 중인 Y.ngn-

mcas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화 진행현황 

Y.ngn-mcast는 다양한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를 위해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를 이용하여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룬다. Y.ngn-mcast는 작년 4월에 권고 초안으로 승인 받아서 4월 

NGN-GSI (Next Generation Network - Global Standards Initiative) 고베 미팅에서 3번째 개

정이 되었다. 또한 승인 이래로 국내에서 계속 에디터 역할을 하면서 문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NGN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예 

 

<그림 1>은 NGN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예이다. 통신 방송 융합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MPLS 기반의 코어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액세스 네트워크는 무선 랜

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기술과 FTTH/PON과 같은 유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의 에지 노드에 직접 멀티캐스트 서버 팜과 로컬 서버 팜을 붙여 둠으

로써 많은 양의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어 측면에서는 NGN의 

FRA(Functional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구조를 따라서 서비스 제어장치가 멀티캐

스트 세션을 제어하여 서비스 수준에서 가입자 인증 및 멀티캐스트 세션 제어와 유저 프로

파일 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RACF(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s)는 전송 프

로파일을 참조하여 전송할 때 QoS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위의 네트워크 구조의 예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는 IPTV 서비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

스들을 바탕으로 하여 NGN에서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요구사항을 서비스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요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다.  

° 보안을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그룹과 서비스의 가입 및 탈퇴  

° 구분되는 QoS 수준  

° 유저의 요구에 의한 QoS 수준의 설정과 변화  

° SLA 협약에 따른 트래픽 모니터링 

° 멀티캐스트 서비스 정보의 요구와 알림  

 

기능적 요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멀티캐스트 그룹과 서비스의 구분  

° 멀티캐스트 그룹 소속의 광고  

° 멀티캐스트 서비스 정보의 요청  

° 멀티캐스트 세션 관리 

° QoS 클래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자원 제어  

° 트래픽 측정 기능  

 

 

<그림 2> MPLS를 이용한 NGN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일반적 구조 

 

<그림 2>는 MPLS를 이용한 NGN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일반적 구조이다. 이 구조는 NGN

에서 표준화 중인 Y.FRA(Functional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에 따라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층(Service Stratum)과 멀티캐스트 데

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층(Transport Stratum)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트 엔드 유저 기능(Multicast End-User Functions)과 멀티캐스트 서비스와 전

송을 관리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관리 기능(Multicast Management Functions)로 구분된다.  

 

결론 

2006년 4월 NGN-GSI 고베 미팅에서는 NGN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토콜 절차를 제안하였으나, 자세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6년 7월 

SG 13 미팅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Q.2의 라포처(Rapporteur)와 협의가 이

루어졌다. 그리고, 현재 이 문서는 IP TV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P TV FG와 표준화 

이슈가 겹치기 때문에 SG13과 IPTV FG중에 어떠한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7월 미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협의와 토론이 필

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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