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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2008.3 KCCI 준비모임, 2009.3 수정판) 

The Clouds : New Paradigm of the Digital Life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넷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라우팅 

무선망 

유선망 스토리지 

컨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으로서 컴퓨팅 파
워, 스토리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추상화, 가상화, 동적 확장이 가능한 체계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기반적 컴퓨팅 서비스 환경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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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공동활용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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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frame 

personal 

Client & Server 

The Internet 
Web Service 

Grid Computing 

Network Computing 

Utility Computing 

Cloud Service 

사용자 편의성 

정보자원의 공유성 

 서비스연계의 유연성 

서비스 유연성 Convergence 

사용자 편의성 Ubiquitous 

e-paradigm 

u-paradigm 

Clouds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2008.3 KCCI 준비모임, 2009.3 수정판) 

The Clouds : New Paradigm of the Digit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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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_6 

Storage Resources Network Resources Compute Resources 

Cloud Service 
Component 

Cloud 
Adaptation 

& 
Management 

Cloud 
Interface 

Cloud  
Application 

SOA 기반 클라우드 컴포넌트 OpenAPI 

계층적 서브 
클라우드 관리 및 

인증 

서브 클라우드 구성 기술 

SaaS 제작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컴포넌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인스턴스  
라이프사이클 

관리 

클라우드 인스턴스 관리 기술 

인스턴스  
활용률  
최적화 

QoS 보장을  
위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브 클라우드 
구성 및 해제 

컴퓨팅 자원 가상화 컴포넌트 스토리지 가상화 컴포넌트 네트워크 자원 가상화 컴포넌트 

스토리지 복제 및 복구 서비스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종 스토리지 클라우드 연동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관리 

자원 절전형 로드밸런싱 

자원 어카운팅 및 과금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응용 서비스 컴퓨팅 스토리지 

품질 보장형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기술   

협업 응용  
서비스 

대규모  
시뮬레이션 

상황 인지   
서비스 

다중 수준 QoS 지원 
SLA 관리 기술 

다중 수준 SLA 레벨 관리 

선례 기반 SLA 척도 기술 

SLA 관리 및 Negotiation 

다중임차자 서비스 기술 

다중 임차자 데이터 관리 

다중임차자 데이터 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2008.10, KISTI version)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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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is a new type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at will transform television 
as we now know it. DTV technology will 
allow broadcasters to offer television with 
movie-quality picture and CD-quality 
sound, along with a variety of other 
enhancements. DTV technology can also 
be used to transmit large amounts of 
other data into the home, which may be 
accessible by using your computer or 
television set.” 

방송의 디지털화 (2012.12.31부 아날로그방송 종료) 

http://www.fc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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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 클라우드 서비스 

방송통신융합은 DPS-> TPS ->QPS bundles로 발전, 단순한 결합상품이 아닌 Voice, Video and 
Data services가 융합 된 서비스와 상품으로의 서비스진화, TV,PC,게임콘솔,PMP 등 다양한 디바이
스를 포함 이른바 Anywhere TV & Content Access가 가능한 Advanced Home Networking, 그리고 
유무선을 통합한 QPS 포함한 소위 ubiquitous Network으로 발전 

방송 클라우드 서비스 등장의 배경 

방송통신의 융합형 진화 (2007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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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클라우드 
컴퓨팅  

다양한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가상화 자원 

자원 공동활용 및  

관리 효율성 

STB 기능 단순화(클라우드 활용)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연구 배경]- 각 해결 방안의 그림 첨부 제목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케이블 방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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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스마트 TV는 기존의 TV 기능에 유무선(공중파,유
선,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컨텐츠에 접근하고, 
많은 App을 통하여 컴퓨팅 환경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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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커넥티
드(Connected) TV의 급속한 시장성장 

2010년 신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본. 북미, 
유럽, 중국 및 인도 지역에 출시되는 TV 
의 55%에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
니다. 이는 2010년 전체 FPD TV 출하량 
중 19%인 4500만대가 이에 해당하는 량
입니다. DLNA 는 현재 폭증하고 있는 인
터넷 스트리밍 컨텐츠가 TV에 결합되어 
TV 세트 메이커, 방송관계업체 및 소매상
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 

스마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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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TV  

구글TV와 애플 TV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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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TV 란?  

 Cloud 컴퓨팅이라는 IT 서비스를 TV로 확장한 개념 

 STB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이 필요하도록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시킴  

 대부분의 미들웨어 기능을 헤드엔드나 DMC (Digital Media Center) 등의 장소에 

소재하는 하나의 서버에 설치함 

 미들웨어, CAS 등을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가벼운 STB 시스템 

 스마트 TV의 기능을 제공하여 케이블 or IPTV STB를 설치해 실시간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 것 

개념 
및 
특징 

Cloud TV ST
B 

Web Contents 

Cable Broadcast 

IP Broadcast 

클라우드 TV 

클라우드 TV, The Clouds 2010 Grand Conference, 박승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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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의 규격 고급화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 
사업자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 문제 

 STB에 내장되어있는 

미들웨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데이터

방송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함 

이를 수용하기 위해 

STB의 규격이 고급화

됨 

가입자 입장에서의 다
양한 서비스 이용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받기 위해서는 STB 

교체 필수-새로운 서

비스의 원활한 이용

이 어려움  

부담스러운 STB의 

크기로 인해 효율적 

공간활용이 어려움 

Cloud TV의 출현 배경 

“Cloud TV”라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할 때 마다 미들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STB를 교체해야 함 

 STB에 기술적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해 

엔지니어 파견 

가입자들은 기존 방송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SD->HD로의 전환, 

3D 서비스 등 

클라우드 TV 

클라우드 TV, The Clouds 2010 Grand Conference, 박승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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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술활용을 통한 해외 방송서비스 현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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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Cloud TV 플랫폼을 이용한 양방향 Cloud TV 서비스 개시  

•  Cloud TV를 이용하여 개인 TV 컨텐츠, 지역 스포츠, 뉴스, 쇼케이스 등의 메뉴를 뉴욕 

tri-state 지역에서 약 3백만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 (10.년 05월 ) 

A
c
ti
v
e
V
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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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TV를 통해 가정 환경을 대상으로 켄텐츠 제작자, 개발자 및 광고 

종사자게에게 새로운 혁신을 가져옴 

•  TV 검색 기능, 웹의 채널화, TV 전용 어플리케이션 

•  VOD Fling, 브라우저 실시간 검색 및 SNS, 개인 음악 및 사진 

•  콘텐츠 수급의 문제점(단점) 

• Cloud 플랫폼 서버로부터 MPEG 스트리밍을 통해 미디어 전달 

• 한번 생성된 컨텐츠는 모든 종류의 STB에 적용 가능함 

• 리모컨 제어, 동적 광고사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Call  감소, 설치비용 및 STB 비용지출 감소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차세대 방송서비스 현황]제목 : 클라우드 기술 활용을 통한 해외 방송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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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1 MSO 2 MSO N 

SO 1 SO 2 SO N 

공동 활용 

Storage 
Cloud 

Payment/ 
Certification 

CAS/ 
DRM 

H/E EPG 
VOD/ 
AOD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적용한 디지털 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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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 

PVR / Start Over 

COD / UCC 

CUG 

HFC 

Low-cost STB 

인프라 자원의 공동 활용 

 - 가상화 자원(서버, 스토리지)의 부하부

산을 통한 자원 효율성 

 - 콘텐츠 전송/동기화/서비스 기술 

 - 시스템 모니터링, 개별 도메인 

 

개인화 양방향 방송서비스 

 - 로그인 기반 개인화 서비스 

 - 맞춤형 VOD, 뉴스 콘텐츠 

 - 지역 밀착형서비스(지역정보) 

 - UCC, 사진, 음악 등 

Contents sourcing 

PP/지상파 CP DP VOD 

다수의 SO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가입자에게 개인화 양방향 방송 서비스(CUG, 메일, 캘

린더 등)를 제공 

클라우드 기반  

개인화 방송 서비스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연구 개요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적용한 차세대 디지털 방송서비스]Ppt 애니매이션 제작제목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적용한 디지털 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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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도별 내용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차세대 방송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300TB 규모, STB 에뮬레이터) 

차세대 방송 서비스 테스트베드 확장 
(600TB 규모, STB 연동)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시범 서비스 
운영 확장(1PB 규모) 

서비스 시나리오 및 아키텍처 설계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및 
서비스 브라우저 기술 개발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고도화     
 (Post-PC, 모바일 디바이스 확장) 

콘텐츠 동기화 기술 개발 
  (단일 SO, 10 POP 규모) 

SO간 콘텐츠 동기화 기술 개발 
  (단일 MSO, 50 POP 규모) 

콘텐츠 동기화,서비스 기술 고도화 
  (복수 MSO, 200 POP 규모)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단일 SO, 100 서비스 서버 규모) 

콘텐츠 서비스 기술 확장 
  (단일 MSO, 500 서비스 서버 규모)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기술 개발 

QoS 모니터링 기술 개발 콘텐츠 딜리버리 기술 개발 
  (서비스 서버 기반)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표준 도출 

 

 

클라우드 인프라  

개인화채널 

nPVR  

VOD / UCC 

CUG 서비스 

SO 1 SO 2 SO 3 SO n 
........ 

공동 활용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기발 및 구축 저가형 셋탑박스  

서비스 프레임워크 

서비스 브라우저 

서비스 미들웨어 

HFC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적용한 차세대 디지털 케이블 방송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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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브라우저 레이어 

브라우징 서버 레이어 결재/인증, DRM/CAS 레이어 

컨텐츠 딜리버리 레이어 

컨텐츠 분배 레이어 

컨텐츠 동기화 레이어 

QoS 
레이
어 

컨텐츠 
관리  

레이버  

개인화 
서비스 
프래임
워크 

Favor Collector 

PVR, EPG 

UCC 업로드/저장  

Transcoding 

스토리지 
시스템   

모니터링 
스토리지 동기화 레이어 

시스템 OS 

가상 스토리지 레이어 가상 시스템 레이어 

스토리
지 관
리 레
이버  

 
 
 

디스크 스토리지 

 
 
 

스트리밍 서버 

미디어 클라우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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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OD 
SERVE

R 

Conte
nt 

Storag
e 

Multiplexer 

광 송.수신장비 

MQAM Mod 

QPSK Modulator 

Up-Converter 

Up-Converter 

Up-Converter 

IF Signal 

DVB-ASI DVB-ASI 

DOCSIS CMTS 

(Out of Band)  

 (In Band)  

Analog Modulator 
Analog Receiver 

Analog 
Source 

ROUTER or Layer 3 Switch 

IF Signal 

지역 SO 

Other Line 
SO 

VOD 
SERVER 

Compressed 
Content 
Storage 

Encoder 

Analog 
Source 

Digital 
Off-Air 

ROUTER or Layer 3 Switch 

광 송.수신 장비 #1  

8-VSB 

DVB-ASI 

QAM/M
od 

Multiplexer 

Router 

Internet 

QPSK 
L-Band 

Decryption 
Receiver 

Multiplexer 

DVB-ASI QAM/Mod 

DVB-ASI 

Internet 
TV 

Server 

64 QAM 

MIS E-Mail  Billing WAS NMS 

광 송.수신 장비 #2  

VOD Library  

64 QAM 

광 수신 
Decryption 

Add Insertion  

System 

VoIP Gate/Keeper 

VoIP PaBX 

Add Server 

송신상태 모니터링 

QAM 

Resource  

Mgr 
DB Server Security  

System 
TCS 

CAS 
EMM 

Middleware 
Application 

Server 
Storage  Cloud 

Other Line 
SO 

H/E 

가입자 

개인화채널 

nPVR  

VOD / UCC 

CUG 서비스 

HFC망 기반 차세대 방송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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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서비스 시나리오 

22 

인증시스템 콘텐츠관리 

Cloud Server 

시스템 DB 자원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Management 

Cloud Storage 

VOD 서비스 

양방향서비스 

SMS 

사업자 

SO H/E 

가입자 

Mobile 

STB 

• VOD 
• 개인화 

•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 전송/동기화 
• 공동활용 

인프라 및 사용
자 모니터링 

• 클라우드 자원 
• 네트워크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VOD 등 영상 
• 메일, 지도, 캘린더 
• 맞춤형 위젯 

클라우드 인프라 
• 가상화 자원제공 
• 부하분산 
• 모니터링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애니메이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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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컨텐츠 요청시 DNS의 IP대역을 고려해 
Node간 Global Load Balancing 수행 
 
•  캐싱 서버의 분산처리 확장성을 통해 서버 부하를 경
감시켜 서버 장애및 Over Flow 방지 
 

• 장애 복구시 Fail-Over 기능 지원 
 

• Topology, Round Robin, Ratio등 상황에 맞는 트래픽 
부하 분산 기능 

GLB 서비스 

• Electronic Program Guide 
 
• 이용자의 VOD Menu Guide이며, 추후 광고및 투표 시
스템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고려함 
 

• D-CATV 복수 사업자 별 별도의 EPG 서비스가 필요 
(Program 및 UI등) 

EPG 서비스 

• STB(Set-Top Box) Control System 
 
• STB 인증 관련 처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app.및 data를 
update 하도록 관리 지시 함 
 

• D-CATV 복수 사업자 별, SCS 서비스가  요구됨 

SCS 서비스 

EPG 서버 

GLB 서버 

GLB, EPG, SCS 서비스 

이용자 

가상화 관리 

SCS 서버 

최대 효율 서버 요청 
부하분산 처리 

EPG 요청 및 양방향 
서비스 처리 

STB 사용자 
인증 서비스 및 
Update 관리 

 

Caching 
분산처리 처리 

스토리지 클라우드 

EPG 관련 리소스 요청 

STB 관련  
리소스 요청 

 
Media Farm Cloud 구축 테스트를 위해 
GLB/EPG/SCS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Prototyping이 필요함 

시나리오 (예)–GLB,EPG,SC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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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웹 서버 

DB 서버 인증 서버 

GLB 서버 EPG 서버 

SCS 서버 

… 

… 

서
버 

가
상
화 

리
소
스 

풀 

캐
싱 

가
상
화 

리
소
스 

풀 

스토리지 가상화 - Hadoop 

Media Farm Cloud 아키텍
처 

아키텍처-미디어 클라우드 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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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e Xen 
Guests (Off) 

Xeb Host (On) Active Xen 
Guests (On) 

Managed Virtual Nodes 

Inactive Xen 
Guests (Off) 

Xeb Host (On) Active Xen 
Guests (On) 

Managed Virtual Nodes 

Cloud Storage 
- Hadoop 

TFTP Server 

DB Server - mySQL 

가상화 관리 서버 
- Active 

가상화 관리 서버 
- Passive 

가상화 관리서버는  
active/passive cluster로 구성되어  
자체 HA-High Availability 또한 
가능하게 설계 
 

서버 가상화 Deployment Scenario 

아키텍처-서버 가상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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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지능형 부하분산 기술 (그리드 컨텐츠 딜리버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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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 서버가상화 

27 

 가상 서버 생성, 제거 등을 위한 서버 가상화 
(network node/compute node에 각각 Gateway/서버 VM을 생성가능하며, 모든 사용자 제어 기

능은 manager를 통하여 Server로 전달) 

 CPU, Memory 등의 서버 자원 가상화 

 가상 서버의 생성, 시작, 중지, 제거 등의 기능 

 Thin-Provisioning 을 통한 신속한 서버 제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상화 

Server 

GVM 

VM 
VM 

VM 

Network Nodes 
Compute Nodes 

Manager 

ciapi 

Xen 

Blktap2: 
vbd 

Ovs: 
vnet, vif 

Vhd-util: 
vhd, snapshot 

Vnc(term): 
console 

Xenstore: 
MIB 

 VHD를 이용한 디스크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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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 네트워크가상화 

28 

 가상 스위치와 VLAN을 이용한 네트워크 가상화 
(사업자 A, B에 대하여 각각 VLAN 10, 20을 할당하여 같은 물리 서버의 다른 사업자의 VM 존재하더라

도 독립성 보장) 

 사업자별 네트워크 분리를 위한 가상 스위치 도입 

 VLAN을 이용한 사업자별 네트워크 제어 

Compute Node 

Public 
Network 

10 tagged 10.0.0.0/16 network 

20 tagged 10.0.0.0/16 network 

Public 

Private 

Account 
A’s 

Account 
B’s 

vlan 10 

vlan 20 

Network Nod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개발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은 1, 2차년도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적합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VM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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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 게이트웨이 

29 

 사업자별 VM 게이트웨이 제공 
(가상 서버의 동작을 위하여 포트포워딩이 설정된 public IP가 부여되며, 해당 publice IP를 이용하여 

가상서버들에 대한 load balancing 기능 제공) 

 포트 포워딩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화벽 제어 

 부한 분산 및 서버 확장을 위한 SLB(Server Load Balance) 제공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public IP 생성 및 제거 기능 

Public 
Network 

Forwarding 
Public IP 

Private 

Masquerading 

Public 
Network 

3 

4 

5 

Public IP 

Network Node 

Compute Nod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개발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은 1, 2차년도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적합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VM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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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 오토스케일링 

30 

 자동 동적 확장을 위한 오토스케일링 제공 

(모든 VM의 성능/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여 요소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한 트리거링 

판단, 트리거링 발생에 따라 VM 추가 생성) 

 서버 및 SLB의 데이터 수집 (1분), 다양한 조건에 대한 멀티 트러거링 

 여러 메트릭에 대한 AND/OR 조건 설정, 트리거링에 대한 VM 자동 생성, SLB 추가 및 제거 

VM VM VM SLB 

CPU Memory Network Disk Session 

Auto Scaler 

IP-based LB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VM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개발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은 1, 2차년도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적합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VM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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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서비스 기술 – 분산스토리지 

31 

 GlusterFS 를 활용한 분산 스토리지 기술 

(upload/download 서버 분리를 통하여 다운로드 및 동기화 서비스 장애 최소화하였으며,  GlusterFS

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이중화/삼중화를 통한 장애에 대한 데이터 loss 최소화 설계) 

 GlusterFS 를 이용한 대규모 분산 스토리지 구성 

 HTTP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드 

 가벼운 HTTP 서버를 이용한 신속한 데이터 다운로드 

Download 

Up/ 
donwload http (8080) 

http (80)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주소 링크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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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서비스 기술 - 캐싱 및 다운로드 

32 

 캐싱을 활용한 액티브 컨텐츠 동기화 및 다운로드 

(저장된 컨텐츠를 GlusterFS API를 이용하여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노드에서 VOD 서버간 파일 액티브 동

기화, 이를 통한 대용량 스토리지와 VOD서버간의 요량 차이 극복하여 STB, 모바일로 서비스)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노드를 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캐싱 서버를 이용한 액티브 컨텐츠 동기화, 로드밸런스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컨텐츠 동기화/서비스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현재 본 과제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미디어컨텐츠 서비스 흐름은방송사업자가 업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됩니다.업로드된 컨텐츠는 콘텐츠 저장소에 보관이 되고 사용자 셋톱박스에서 해당 컨텐츠를 요청하게 되면사용자 수에 따라 VOD서버가 생성이 되고 이에 따른 각 컨텐츠들을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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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TV 기반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의 문제점과 획일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극복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개인화 맞춤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STB기반이 아닌 웹가상화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VM)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 적용(e-mail, 캘린더, 연락처, 지도 등) 
 

  서비스 수정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적용이 가능한 기반 확보 

[클라우드 인프라 연계도] [개인화, 개인맞춤형 TV서비스 화면] 

서비스 로그인 메일, 지도 서비스 맞춤형 위젯서비스 

개인화 양방향서비스 기술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클라우드 가상화 기술개발 -> 클라우드 IaaS 플랫폼 기술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고도화연차별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진행상황(ppt 애니매이션)해당 기술의 통합/유기적인 설명 및 개발단계변화제목 :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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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System 

MSO H/E 

SMS 
VOD 전송 
시스템 

개인화양방향서비스 
전송 시스템 

User’s 
STB 

사용자 인증 

가입자인증 

VOD 전송 

양방항 서비스 전송 가입자인증 

컨텐츠 전송 

양방향서비스 
전송 시스템 (TV) 

모바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 

 SMS Gateway 
가입자인증 

클라우드 인프라(KISTI) 

TV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MSO 방송 환경 

범례 

Cloud VM Service 

Server 
Platform 

대역폭 관리 
확장 기술 미디어 클라우드 인프라 

Storage & VM 

케이블TV 사업자 

  미디어 클라우드 인프라와 케이블TV사업자 환경을 통한 클라우드 차세대 방송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맞춤 VOD, 뉴스, 개인파일관리, 메일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등) 시범적용  

개인화 양방향서비스 기술 – 모바일 서비스구성도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기술개발]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 케이블방송망 연동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2,3년차)연차별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진행상황(ppt 애니매이션)해당 기술의 통합/유기적인 설명 및 개발단계변화제목 :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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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1년 

 STB 중심 개인화서비스 개발 
 개인화서비스 플랫폼 개발 

개인화 서비스 (STB중심) 
 

 클라우드 인프라<->케이블TV 사업자 연계 
 웹/컨텐츠 가상화 후 개인맞춤형 서비스로의  

고도화 시범 적용 

방송사업자 연계 개인맞춤형 서비스 

ARS system 
(가상화 플랫폼) 

VOD system 

STB 

클라우드  
플랫폼 

스토리지 

가상화서버 

케이블TV  
플랫폼  

SO H/E system  

Network 

HFC 망 

케이블TV  
가입자   

STB 

Smart Phone 

개인화 양방향서비스 기술 개요 (2009, 2011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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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로그인 메일, 지도 서비스 맞춤형 위젯서비스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물리 노드 11대 

 총 5대 292TB 스토리지 

 실시간 VOD 서버, 개인화 서비스 서버 

 운영에 요구되는 서버(DB, Web, Mgt 등)  

Server Storage 

클라우드 IaaS 서비스 

V
M 

VOD 
서버 

개인화  
서비스 서버
(anyroot) 

모바일  
서비스 서버 

운영·관리 

VM 생성/제어 

VM 네트워크 설정 

Auto Scaler 생성 

모
니
터
링 

Load Balancer 설정 

클라우드 인프라  시연 내용 

 STB 및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메일, 지도, 캘린더, 주소록) 

 이기종  STB 에 적용 가능한 미들웨어 기술 

SO H/E system 

시범 서비스 구성 및 환경 (2011.10)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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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로그인 

 STB 개인화 서비스 로그인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서비스 로그인(사례) 시범 서비스 구성 및 환경 (2011년)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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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요 설명 

서비스 목록(다음지도, 구글캘린더, 주소록)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서비스 목록 제공(사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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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메일, 일정, 연락처 서비스 – VM 자원, 웹가상화 이용 

Google 로그인 Google 캘린더 

Google 연락처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웹서비스 연계(사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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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지도 – VM 자원, 웹가상화 이용 

다음 지도 검색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서비스 카테고리(사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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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서비스 – VM 자원 이용 

VOD 목록 VOD 상세 

VOD 재생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VOD 재생(사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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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젯 구성 및 변경 

위젯 설정 

위젯 위치 변경 위젯 위치 변경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 위젯(사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시범서비스 모델 도출]서비스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그림 : 기본 총괄 연동 구성도 재구성 및 재작성 제목 :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위한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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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서비스 브라우저 레이어 

브라우징 서버 레이어 결재/인증, DRM/CAS 레이어 

컨텐츠 딜리버리 레이어 

컨텐츠 분배 레이어 

컨텐츠 동기화 레이어 

Qo
S 레
이어 

컨텐
츠 관
리  

레이
버  

개인
화 서
비스 
프래
임워
크 

Favor Collector 

PVR, EPG 

UCC 업로드/저장  

Transcoding 
스토리
지 시스
템   모
니터링 

스토리지 동기화 레이어 

시스템 OS 

가상 스토리지 레이어 가상 시스템 레이어 

스토
리지 
관리 
레이
버   

 
 

디스크 스토리지 

 
 
 

스트리밍 서버 

방송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1단계 완료(2009~2011) 

다수의 방송 서비스 사업자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기반 방송 서비스 환경 개발 

•한국형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모델의 프로토타입 제공 
•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의 기본기술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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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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