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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통신업계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만한 기술로 BcN(Broadcast Convergence Network)기반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꼽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 까지 빠른 기술성장과 함께 많은 이익을 

창출하 다. 그러나 재 통신사의 가입자의 수는 물론 ARPU(Average Revenue Per User)역시 정체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통신업계들은 BcN환경 기반 IMS구조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해 이에 한 연구를 활발히 하

고 있다. 하지만 재 IMS의 구조로는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BcN 환경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체 Enabler구조와  Enabler에서 상황에 따른 데이터처리 기법에 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는 더 이

상 늘어나지 않고, ARPU(Average Revenue Per User)와 

업 이익은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은 새롭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한 기술로 

BcN(Broadcast Convergence Network) 기반 IMS(IP 

Multimedia Subsystem)가 핵심 정보통신 기술로 부상 

하고 있다. 

   IMS는 BcN환경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

용자에게 개별  요구에 맞게 제공하기 한 기술로 유무

선 환경을 통합해 주는 All-IP 개념의 핵심 네트워크기술

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IMS를 통한 유무선 통합 서비

스 제공의 시 로 성공 인 진입은 기존 시스템 망을 그

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망 구성에 

한 비용을 이고 매출을 증 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재의 IMS 구조는 IP-TV, 상통화, 메신  기능들을 사

용자에게 제공할 때 응용서비스 계층(Application Service 

Layer)에서 독립 이고 폐쇄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BcN 환경기반 IMS구축 이유와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해 IMS 코어부분과 응용서비스 계층 사

이의 체 Enabler 구조와 Enabler 구조에서 데이터를 상

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정보처리 모듈에 한 구

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BcN 환경 네트워크 구조

2. IMS 구조

1. IMS 개요

   IMS 개념은 무선통신의 국제표 을 개발하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에서 처음 제

기한 개념으로 Release5 단계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재

는 Release8 을 추진 에 있으며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한 기반구조로 국제 표 화에 한 시도를 추진

해 왔다는 이 심을 받으면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기반의 호 제어를 핵심기술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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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가 추구하는 기본 인 서비스 목표는 기존 통신망

을 활용하여 IP 로토콜을 기반으로 음성, 오디오, 비디

오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를 복합 으로 제공하는 반면 

신속한 서비스 개발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 인터넷 기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 경

쟁력 향상은 물론 효율 인 세션 리 기능을 기반으로 다

양한 응용계층과 손쉬운 연동을 가능  함과 동시에 사업

역의 확장을 하는데 있다.[1]

 2. IMS 구축 이유

   IMS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부분 통신 사업체에서 담

당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S를 구축하고 있

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끊임없는 모바일 서비스를 장

기 으로 제공하기 한 유무선망 통합에 있다. 유무선망

을 통합함으로써 사용자의 단말기 종류에 상 없이 공통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동일한 콘텐츠를 서로 

다른 사용자환경에 있는 단말기에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세션 핸드오  기능이다. 세션 핸드오  

기능은 사용자가 음성통화  멀티미디어 게임 등이 서로 

다른 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다. 세 번째로는 신속하고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사용자에게 맞춤형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

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부가가치 서비

스를 창출하며 매출증 의 효과를 가지며 가입자 측면에

서는 이용요 의 하락과 편의성을 증 시키는 효과를 가

져 올수 있고,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다.[2]

 3. 기존 IMS 구조

   재 IMS의 계층을 나 어 보면 액세스 네트워크

(Access Network), IMS 코어(IMS Core), 응용서비스계층

으로 나  수 있다. 하지만 IMS 코어 부분은 표 화가 되

어 있는 반면 응용서비스 계층에 한 표 화는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지 의 IMS 구조는 폐쇄 이고 독립

인 구조로 IMS 코어부분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과 같은 구조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면에도 어려움이 

있다. 

   3GPP IMS의 기본 구조는 그림2와 같으며 다음과 같

은 기능요소들로 구성된다. HSS는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

이스로 HLR의 진화된 형태로서 세션 제어를 수행하는 

IMS 엔티티들을 지원한다. HSS는 멀티미디어 세션제어와 

련된 사용자의 련 가입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정보들은 

사용자의 치, 인증  허용을 한 정보  사용자가 가

입한 서비스를 포함한 사용자의 로 일 정보를 담고 있

다.

그림 2. IMS 기본구조.

   CSCF는 일종의 SIP서버로 IMS에서 SIP신호를 처리

한다. P-CSCF는 IMS단말을 한 첫 연결 이 되는 SIP 

록시 서버이다. P-CSCF는 홈 망 는 방문 망에 존재

할 수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이 기능을 세션 보더 

제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P-CSCF는 IMS망에 등록 시 

IMS단말에 할당되고 등록기간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한 

PDF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책제어, 역 리 등의 QoS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메시지의 경로에 포함되고 모든 메시지를 검사한다. 한 

사용자를 인증하고 IMS단말과 IPsec 보안 계를 설정한

다. 이는 스푸핑 공격이나 재 송 공격을 방지하고 사용자

의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른 노드들은 P-CSCF를 신

뢰하며 사용자에 인증을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P-CSCF

는 SIP메시지를 SigComp를 사용하여 압축하거나 해제하

며 이는 무선링크의 round-trip을 여 다. 

   I-CSCF는 보더 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리 도메

인의 경계에 치한다. 따라서 타 도메인의 서버에서 이를 

찾아 네트워크의 입력 노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IP주소를 

도메인의 DNS에 공개한다. 이는 DIAMETER(Cx,Dx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HSS에 질의 하고 

사용자가 할당된 S-CSCF로 SIP 메시지를 달한다.

   S-CSCF는 신호 계층의 앙 노드로 하나의 SIP서버

로 세션제어를 수행한다. 항상 홈 망에 존재하며 

DIAMETER를 사용하여 HSS로부터 사용자의 로 일을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SIP등록 시에 사용자의 치와 SIP 

주소를 바인딩 한다. S-CSCF는 SIP 등록 시 모든 신호메

시지의 경로에 포함되며 모든 메시지를 검사하며 서비스

를 제공할 서버를 결정하고 SIP메시지를 응용서버로 라우

 한다.

   MRF는 안내 방송 동작(음성/ 상), 미디어 회의, 음성

인식,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트랜스코딩 등을 한 

미디어 소스를 제공한다. MRFC는 S-CSCF에 해 SIP 

사용자 간 신호 계층 노드로 MRFP를 H.248 인터페이스

를 통해 제어한다. MRFP는 미디어 계층 노드로 모든 미

디어 련 기능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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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F는 화번호 기반의 라우  기능을 포함하는 

SIP 서버로 IMS로부터 PSTN이나 PLMN같은 회선 교환

망으로 화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MGCF는 SIP와 ISUP

간의 호 제어 로토콜을 변환하고 SCTP상으로 SGW와 

인터페이스하며 H.248 인터페이스를 통해 MGW의 자원을 

제어한다. MGW는 RTP와 PCM간의 변환에 의해 회선 

교환망의 미디어 계층과 인터페이스 한다. 한 코덱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변환할 수 있다.[3][4]

3. 제안하는 개방형 상황 정보처리 Enabler 

   본 논문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IMS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  기존 IMS 구조에서 응용서비스를 

보면 각 회사마다 독립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 이 있다. 를 들

어 컴퓨터와 휴 폰 간 상통화나 메신  기능을 할 때 

아직까지 어려운 이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응용서비스 기능을 받아 통합 으로 리하는 

개방형 상황 정보처리 Enabler 계층과 각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개방형 상황 정보처리 모듈에 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1. 체 Enabler 구조 

   Enabler계층의 구조는 그림3과 같으며 Enabler 계층은 

크게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달 서비스, 세션  커뮤니

티 서비스 기술을 담당하는데 미디어 서비스 부분은 유무

선 복합 상 화 컨버 스 서비스 제어 기술로서 다양한 

상 코덱을 지원하는 상 압축/변환 기술과 망간 멀티

미디어 서비스 연동 처리를 한 콘텐츠 변환 기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리소스 정합기술을 통해 매체

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달 서비스는 유무선 복합 환경 하에서 지능

화되고 개인화된 콘텐츠 달을 한 기술로서 상황인지

(Context-Aware), 온톨로지(Ontology)기술 등을 사용하여 

지능화된 기술을 제공, 서비스 사용자에게 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서버에서 PC, Hand Set 

등 단말기로 콘텐츠를 송함에 있어서 멀티 캐스트 로

드 캐스트 방식을 구 함으로써 체 인 시스템 효율을 

개선하기 한 시그 링 처리 기술과 IP/TV 서비스 구  

기술, All - IP 기반 통합 네트워크 연동 기술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세션  커뮤니티 서비스 부분은 유무

선 복합 커뮤니티 서비스 제어기술로서 IMS를 통한 서비

스 이용 시, 그룹 세션제어  커뮤니티 멤버 리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 세션 제어 기술에

는 Dial-In 방식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오 된 그룹 세션

에 참가하는 방식인 다이얼-인 컨퍼런스 모델(Dial-In 

Conference Model), 특정 시간에 서버가 미리 등록된 그

룹 목록을 갖고 상자들에게 그룹 세션 참여 요청을 보

내는 방식인 다이얼-아웃 컨퍼런스 모델(Dial-Out 

Conference Model), 서버에 그룹 세션 정보가 없는 상태

에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를 함으로써 그룹 

세션이 생성되고, 이후 다른 사용자를 계속 함으로써 

동일한 세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식인 애드-혹 컨퍼런

스 모델(Ad-Hoc Conference Model) 기술을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다양한 망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한 QoS 제어 기술과 멤버 리 기술을 포함

한다. 하지만 각 서비스 부분은 자기가 담당한 부분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서비스와 함께 처리해

야 되는 부분이 요구되기도 한다. 때문에 공유모듈

(Common Module)을 사용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코덱과 상황인지 기술, 스트리  기술, 보안기술

(CAS, Security), 미디어 세션 컨트롤 기술 등을 포함한

다.

그림3. 체 Enabler구조

2. Enabler에서의 상황정보 처리 기법

   Enabler 계층은 응용서비스 계층에서 정보를 받아 각 

장비에 맞는 환경으로 데이터를 변경 후 IMS 코어 부분

으로 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 Enabler 계층 내에

서도 각 담당하는 부분끼리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다. 하지만 각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를 변환해  수 있

는 상황정보처리 모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계층 

간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를 변경해  수 있는 Enabler에

서의 상황정보 처리 기법과 모듈에 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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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Enabler에서의 상황 정보처리 모듈

   상황 정보처리 모듈은 응용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받

아 Enabler 계층으로 달해 주는 기능을 하며 이는 

Enabler 내에서 는 Enabler와 IMS 코어계층 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컨텍스트 제공자는 응용서비스로부터 데

이터를 받으면 데이터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정형화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각 환경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한다. 이는 멀티모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각 

단 별로 번들 형태의 구성을 통해 각 번들이 개별 동작

이 가능하게 하며, 여러 입력에 해 스 드를 생성/ 리 

하여  한 시간 , 공간  개념의 필터링을 통해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다 처리 기능 가지

며 추론엔진으로부터 데이터의 정보를 별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내무 모듈을 동 으로 동작

시킴으로서 멀티스 드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한다. 

   상황 정보처리 모듈의 구조는 그림4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응용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입력받은 데이터정보를 분석하고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

로 변환한다. 그리고 데이터 필터를 통해 유효 데이터를 

추출하고 Enabler에 상응하는 서비스 정보를 질의엔진을 

통해 추론엔진으로부터 획득한다. 그리고 컨텍스트, 세션

메니 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각 번들

의 데이터형식에 맞게 변환한 후 데이터를 송한다.

4. 실험결과

   앞에서 제시한 상황정보처리 모듈에 한 데이터 수용

능력에 해서 알아보기 해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s)기반 미들웨어 구조로 테스트 환경이 

구 되었다. 이는 멀티 서비스처리 능력을 알아보기 함

이며 모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서버로 

달하는 테스트 서버로 구성하 다. 서버는 CPU는 듀얼

코어 2.01GHz, 메모리1GB, HDD300G, OS는 도우XP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구 에 사용된 언어는 자바를 이용

하 다. 

   실험은 데이터의 수를 1부터 10씩 증가시키면서 모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에 한 데이터 수용능력과 처리 

능력을 실험하 으며 결과는 그림5와 같다. 실험결과를  

보면 데이터의 양이 10씩 증가할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래 로 보여 다. 데이터의 양이 50일 때

까지는 평균처리 속도가 350ms로 처리속도에 한 차이

가 없다. 그리고 50부터 데이터의 양이 10씩 증가할 때 마

다 평균 40ms정도의 처리속도에 한 지연이 조 씩 늘

어나고 있다. 이 결과로 볼 때  데이터양이  50이후의 처

리 속도에 한 지연은 약 40ms정도 씩 증가하 다.

  그림 5.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처리 성능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IMS 구조에 해서 논의하고 

재의 IMS구조보다 한 단계 발 된 BcN환경에서 개방형 

Enabler를 포함한 IMS구조에 해서 설명하 다. 그리고 

각 환경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정보처리 

Enabler를 제안하 다. 본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응용계층

에 한 표 화는 물론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

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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