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송통신] NGN과 IPTV 서비스를 결합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표준화 기술 

 

현재의 NGN 서비스 구조는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P Multimedia Subsystem(IMS)와 

PSTN/ISDN Emulation Service(PES)를 채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최근 IPTV 서비스를 

NGN 서비스 구조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IMS에서 정의한 

기능 개체 중 IPTV 서비스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개체와 IPTV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개체의 정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상위 수준의 IPTV 서비스 구조 

상위 수준의 IPTV 서비스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사용자, 네트워크 사업자, 서비스 사업

자, 그리고 콘텐트 사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의된다. 사용자는 IPTV 서비스를 요

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와 IPTV 단말의 인증과 IP 주소 할당을 담당하는 전달 기능

으로 구분한다. 네트워크는 IMS 서비스와 IPTV 서비스의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 공통적으

로 사용하는 전달 기능이다. IPTV 서비스의 제공방식은 IMS의 호 세션 제어 기능인 Core 

IMS를 이용하는 IMS 기반 IPTV 서비스 방식과 IMS와 관계없이 IPTV 서비스 제어 기능 개

체를 신규로 정의하는 Non-IMS 기반 IPTV 서비스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림 1> 상위 수준의 IPTV 서비스 구조 



 

IPTV 서비스의 공통 기능 

IPTV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통 기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IPTV 기능 요소

로, IPTV 애플리케이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이 요소들은 IMS 또는 

Non-IMS 기반 IPTV 시스템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로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서버, 전자 프로그램 안내(IPG) 서버 그리고 미디어 전달 기능 등이 IMS 

기반 또는 Non-IMS 기반 방식과 관계없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기능 개체이다. 두번째는 IMS 서비스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개체로서,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자 관리, 사용자 인증, 사용자 위치 및 상태 

정보, 콘텐트 메타데이터, 통합 공지 기능,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과금 등이 포함된다. 

 

향후 추진계획 

지금까지 NGN 서비스 구조 관점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개체와 IMS 기반과 Non-IMS 기반의 IPTV 서비스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

능 개체를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IPTV 서비스 구조는 NGN 서비스 구조와 정확하게 

매핑되진 않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하여 두 구조의 관련성이 좀더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IPTV 서비스 이후에 NGN 서비스 구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징 서비스와 웹 브라

우징 서비스에 대한 기능 정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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