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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참여형 서비스 기술 동향을 먼저 소개하고 IPTV에서 시청자가 방송 영상

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IPTV 참여형방송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기술은 

IPTV가 가지고 있는 방송 특징과 양방향성을 고려하여 도출된 다음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설계한 기술이다. 방송을 위한 방송예약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IPTV 시청자의 참

여를 제어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호처리 프로토콜

이 잘 설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시간 참여형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연시

간이 짧아야 한다. 이런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제품으로 개발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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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텔코(telco) 회사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이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수

익을 창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1]. 그 결

과 대부분의 텔코 회사들은 데이터, 음성, 비디오 서

비스를 통합한 TPS와 같은 복잡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있다[1],[2].  

IP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에서 적용되어 

발전해 왔고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진화해 

왔다. 또한 기가비트 광랜, FTTH와 같은 다양한 광

대역 가입자 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역폭을 많

이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서비스가 가능해졌

다. 이런 텔코 시장 현황과 IP, 네트워크 기술의 발

전을 고려할 때 텔코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서비스로 IPTV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1],[2]. 

기존 가입자들과는 달리 최근 사용자들은 방송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기여하

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UCC가 그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IPTV의 양방향성 특징을 잘 반영한 적절한 서비스

가 아직까지는 제안되거나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IPTV 시청자가 방송영상에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양방향성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 기술을 제안하고 개발하

였다. 

본 기술은 기존 영상회의 서비스와 약간의 유사

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영상회의 서비스는 참여

자의 영상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

는 반면에 본 IPTV 참여형방송 기술은 본 방송영

상에 참여자 영상이 믹싱된 최종 멀티미디어 스트

림이 방송자와 참여자뿐만 아니라 IPTV를 시청하

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참

여형 서비스 기술 관련 개발 동향을 파악한다. 그 다

음 III장에서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 개념을 소개

한 다음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전체 구조를 소개

하고 실제 구현한 시스템을 살펴보고, 기능 및 성능 

실험 내용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참여형 서비스 기술동향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림 1)과 같

이 크게 회의형과 방송형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회의형은 한정된 사용자들만 참여하여 회의 및 교

육,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방송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방송콘텐츠

가 존재하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서

비스이다. 

 먼저 회의형 서비스에는 영상회의 서비스와 e-

러닝 서비스, tele-presence, 이동통신사의 다자

간 영상통화 서비스가 있다. 영상회의와 tele-

presence 서비스는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나, 영상회의 서비스는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자

들이 모두 원격에서 참여해서 화면을 통해서만 회

의가 진행되는 반면, tele-presence 서비스는 고

품질 영상과 큰 모니터를 이용해서 원격에 있는 몇

몇 참여자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게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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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영상회의 서비스 및 장

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로는 Tendberg[3], 

Accuzone[4], uBiz[5] 등이 있다. Tele-presence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시스코[6], 헤든브리

지[7] 등이 있다. E-러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영

상회의 서비스와 거의 비슷하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교육목적으로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KTF, SKT 등 이동통신업체의 경우, HSDP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본 1 대 1 영상통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자간 영상통화서비스를 시작하였

다. 웹투폰(웹영상대화방서비스) 서비스를 시작으

로, 핸드폰에서 영상대화방을 구성할 수 있는 다자

간 영상통화서비스(폰영상대화방서비스)로 발전되

었다[8],[9]. 제어 프로토콜로 기존에는 H.323이

나 웹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IMS 기반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10],[11].  

Conferencing 관련해서 IETF와 IMS 표준이 마

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의형 서비스들은 자체 프

로토콜로 구현되어 있거나, H.323을 따르고 있고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IMS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형 서비스에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중

에 시청자가 전화 또는 SMS를 이용해서 참여하

는 서비스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웹기반 개인 방

송에서 문자 채팅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서비스가 

있다. 국내 대표적인 웹기반 개인방송 사업자는 

afreeca[12]와 pandoratv[13]가 있다. 웹을 통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점이 있으나 개인들

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풍

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이를 시청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

정한 양방향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

트 기반 채팅 수준의 참여만이 가능한 서비스라

는 점에서 진정한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로 볼 수 

없다.  

Ⅲ. IPTV 참여형방송 기술 

1.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는 스포츠 중계, 토론 방

송, 다양한 쇼 프로그램 등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실시간 시청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IPTV 방송을 시청중에 시청자가 방송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IPTV 참여자 모듈의 참여 버튼을 단순히 

클릭함으로써 방송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방송자

는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요청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 

중 선별적으로 수용하면 시청자의 영상 및 음성이 

메인 방송에 믹싱되어 최종적으로 믹싱된 멀티미디

어 스트림이 일반 IPTV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에는 사용자를 3종류로 

분류한다. 주 방송을 생성하고 송출하는 방송자와 

본 방송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시청자, 그리고 방송

에 자신의 영상과 음성을 직접 참여시키는 참여자로 

구분된다. 

2. 시스템 구조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은 크게 참여형방송을 

위한 요소와 방송을 위한 요소, 서비스 제어를 위한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참여형방송을 위한 요소

로는 주 방송 콘텐츠와 참여자 콘텐츠를 믹싱하는 

믹싱서버, 주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며 참여방송을 

제어하는 주체인 방송자 모듈, 주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모듈, 끝으로 방송자의 명령을 받아 믹

싱서버를 제어하는 참여방송제어서버가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믹싱서버와 참여방송제어서버

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미디어평면과 제어평면을 

분리하였다. 그 결과 참여형방송제어서버는 제어 신

호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믹서 미디어는 믹싱만 

처리하여 다수 채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믹싱 서버는 여러 대의 서버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

로 되어 있어 본 시스템은 향후 수십 수백 채널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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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위한 요소로는 IPTV 일반 시청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방송전달시스템,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주는 EPG, 방송에 필

요한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등록해 주는 SA, 방송전

달시스템을 제어하는 방송전달제어서버가 해당한

다. 방송전달시스템은 멀티캐스트가 지원되는 망에

서는 멀티캐스트 자체를 의미하며 이런 경우는 방송

전달제어서버가 논리적으로는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어를 위한 요소로는 IMS 

P-CSCF와 S-CSCF 서버가 있고, IMS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방송자 모듈과 참여자 모듈, 참여방송제어

서버, 방송전달제어서버가 SIP 스택을 탑재하여야 

한다. (그림 2)는 위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IMS 연

동형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구조이다. 

3. 시스템 구현 및 실험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믹서와 참여방송제어서버 

<표 1>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서버 스펙 

항목 믹서 참여방송제어서버 

CPU 3.0 GHz 쿼드코어 2개 1.8 GHz 쿼드코어 

메모리 8 Gbytes 4 Gbytes 

운영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2(64 bi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2(64 bit) 

미디어 처리 IPP 기반 미디어 처리 없음 

의 스펙은 <표 1>과 같다. 믹서는 리눅스 기반에서 

IPP[14] 기술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멀티미디어 스

트림들을 디코딩해서 얻은 여러 영상/음성스트림을 

하나의 영상스트림과 음성스트림으로 믹싱하고 다

시 MPEG2로 압축하고 MPEG2-TS로 효율적으로 

먹싱(muxing)하도록 구현되었다. 

참여방송제어서버는 서비스 제어를 위한 SIP 기

능과 믹서를 제어하기 위한 자체 제어 프로토콜 기

능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방송 예약 정보를 기반으

로 방송을 처음 시작하도록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방송자 화면 

시청자 화면 

참여자 화면 

방송자 영상 

방송 콘텐츠 

참여자 영상 

참여자 

방송자 

참여방송 
제어서버 

SA/EPG 

방송전달 
제어서버 

방송전달 시스템 

시청자 

시청자 믹서서버군 

IMS 
(P/S-CSCF) 

미디어 스트림 

SIP 인터페이스 

방송전달 제어 인터페이스 

웹 인터페이스 

Proprietary 인터페이스 

Diameter 인터페이스 

(그림 2) IMS 연동형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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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대의 방송자와 두 대의 참여자를 이용해서 시험하

였다. 방송자와 참여자 장비의 스펙은 <표 2>와 같

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 스펙을 갖고 있는 3대의 

노트북을 이용하였고, 동일하게 윈도 XP 운영체제 

위에 방송자 모듈과 참여자 모듈을 구현하였다. 두 

모듈 모두 IPP 기술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촬영된 

영상을 신속하게 압축해서 믹서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카메라도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사용해서 

실험하였다. 

(그림 3)은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의 믹서와 

참여방송제어서버의 모습과 참여형방송을 단순히 

시청하는 일반 IPTV STB의 화면의 모습이다. 믹

서와 제어서버가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IPTV 참여형방송을 생성하고 참여과

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송자와 방송에 참여하고 있

는 참여자들 하나의 모습이다. 방송자와 참여자 그

림에서 VLC player는 참여형방송의 화면이고, 그 

오른편의 것은 각각 방송자 UI와 참여자 UI이다. 방

송자 UI의 화면에서는 방송하는 사람의 모습이 참

여자 UI에는 실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모

습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자와 

참여자 그리고 일반 IPTV 시청자의 본 방송의 화면

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IPTV 참여형방송 기술은 1차적으로 Leadtool 

software[16]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나[17] 그 성능

을 분석한 결과 약 1.2초 정도 지연 시간이 걸렸다. 

이는 실제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로 적용하기에

는 너무 긴 시간이다. 그래서 본 고에서 소개한 시스

템은 IPP[14]를 이용해서 방송자와 참여자 모듈 및 

믹싱서버에서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연시간을 약 0.5초 내로 줄일 수 있었다. 이는 참

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이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Ⅳ. 결론 

본 고에서는 참여형 서비스 기술 동향을 먼저 간

단히 소개하고 IPTV에서 시청자가 방송 영상에 실

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IPTV 참여형방송 기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시스템의 구조를 고

찰하였고 실제 구현된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

하였다.  

본 기술은 IPTV가 가지고 있는 방송 특징과 양 

<표 2>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단말 시연 스펙 

항목 방송자 참여자 1 참여자 2

CPU 코어2듀오-
펜린(P8600) 

코어듀오- 
1.6G(요나) 

코어2듀오- 
T9400 

메모리 4 Gbytes 1 Gbyte 4 Gbytes

운영체제 윈도 XP 윈도 XP 윈도 XP 

미디어 처리 IPP 기반 IPP 기반 IPP 기반 

카메라 Logitech 
V-UBM46 

Microsoft LifeCam 
VX-3000 

HP Webcam 
2MP 

플레이어 VLC[15] VLC VLC 

 

(그림 3) IPTV 참여형방송 서버와 STB 
(a) IPTV 참여형방송 시스템 서버  (b) IPTV 시청자(STB) 

(그림 4) IPTV 참여형방송 사용자들 화면 
(a) 방송자 화면                   (b) 참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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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방송을 

위한 방송예약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IPIV 시청자의 

참여를 제어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호처리 프로토콜이 잘 설계되

어야 한다. IPTV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하여 가입자

들에게 상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IMS에 연동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시간 방송 참여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연시간이 짧아야 한다. 

이런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IPTV 참여형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제품으로 개발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먼저 멀티미디어 믹싱 기술을 이용하여 본 방송

스트림과 참여자의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하나의 

MPEG2-TS 스트림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기존 저

가 IPTV 단말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프트

웨어로 구현했을 때 발생한 긴 지연시간 문제를 하

드웨어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PP 기술을 

이용하여 0.5초 이내로 줄임으로써 진정한 실시간 

IPTV 참여형방송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방송예약 

및 방송시작, 참여자들의 참여 제어를 IMS 프로토

콜 확장하여 구현함으로써 향후 IPTV 사업자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본 IPTV 참여형방송 기

술은 200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IPTV 

방송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약 어 정 리 

EPG   Electric Program Guide 

FTTH Fiber To The Home 

IMS  Internet Multimedia Subsystem 

IP  Internet Protocol 

IPTV  IP Television 

P-CSCF  Proxy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CSCF Serv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A  Service Aggregator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TB  Set-top Box 

 

TPS  Triple Play Service 

UCC  User Creat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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