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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3GPP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을 중

심으로 미래 융합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본다. 미래의 융합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성·연속성의 바탕

위에, 통신의 대상이 사람 위주에서 사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전달되는컨텐츠또한음성과멀티미디어에서오감

(五感)으로그폭이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 

I. 서 론

통신망이 IP 기반으로 컨버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

서비스도 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

추세는 통신 역 내부에서 벗어나 인접 산업 역으로 확

대되어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3GPP SA1에서논의되고있는주요서비스동향을살펴봄으

로써, 미래의 융합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GPP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WCDMA 이동통신 기술과

IMS 기술의표준을정의한 향력있는기술표준단체로서

현재 4세대이동통신기술인 LTE Advanced 등 차세대기술

표준을 다루고 있다[1]. 3GPP는 GERAN, RAN, SA, CT 등 4

개의 TSG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 중에서 SA TSG는서비스와시스템측면을다루고있

다. SA TSG 내에는 5개의워킹 그룹 (WG: Working Group)

이 있는데, 이 중에서 SA1 WG은 서비스의 개념과 요구 사

항을 다루는 스테이지 1 문서를 담당하고 있다. SA1은 주요

로벌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새로운통신서비스개념

이논의되는곳으로, SA1의표준화방향을살펴봄으로써향

후소개될서비스의양상을파악할수있다.

본고에서는 3GPP SA1에서논의가되고있는아이템중에

서미래융합서비스와관련이깊은다음 3가지기술에대해

서살펴본다. 우선사용자의서로다른단말사이에서세션

의단절이없는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단말간세션이동

성기술”과, 사물통신을통신망에수용하기위해통신망의

향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루는“사물 통신 제공을 위

한 네트워크 향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촉각에 기반하

여 다양한 감성을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감성 전달 서비

스”에대해서살펴본다. 

II. 본 론

1. 단말 간 세션 이동성 기술

최근 들어 휴대폰, 노트북, PMP, MP3, 디지털 카메라 등

개인이 소유하고 다니는 디지털 단말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는 PC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고 IPTV로 방송

을 시청하는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통신 및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단말

의 등장에 따라 이들 간 일관된 소비 경험을 제공받고자 하

는 사용자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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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3 Screen이라는이름으로잘알려져있다[2]. 

3GPP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단말 간에 제공되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과 제어를 위해 IMS 기반의

ISC(IMS Session Continuity) 기술을제공하고있다[3]. ISC 기

술은 하나의 단말에서 액세스 링크를 변경하는 AT (Access

Transfer) 기술과 복수 개의 단말 (UE: User Equipment) 간

서비스 제어에 제공하는 IUT (Inter UE Transfer) 기술로 구

성되어 있다. AT 기술과 IUT 기술은 Rel 9에서 표준화가 완

료되었으나, IUT의 범위가 동일한 IMS 가입자의 세션으로

제한되어있으며, 제어단말 (Controller UE)도 1개만존재하

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3GPP SA1에서는 Inter UE Transfer 향상을 위해 단말 간 세

션 이동성 기술 향상 (IMS_SC_eIDT: IMS Service Continuity

Inter Device Transfer enhancements) WI (Work Item)을 선

정하여논의를진행하고있다[4]. 본 WI는 서로다른가입자

의 단말 간에 세션을 이동시키고, 서비스 제어권을 공유하

는방안등을다루고있다. 이에대한주된사용예는 <표 1>

에정리되어있다 [5].

이상의 서비스들은 단말들 간에 서비스의 컨텐츠와 서비

스의 제어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 이동 가능한 단말들은 협력 세션 (Collaborative

Session)을 구성하게 된다. 협력 세션은 서비스 제어의 주체

인제어단말 (Controller UE)과 제어단말에의해서비스제

어를받는피제어단말 (Controllee UE) 들로구성된다. 제어

단말은 협력 세션에 관여한 모든 단말로의 미디어 플로우

추가/수정/제거 등을 개시할 수 있으며, 통화 상대방(예. 비

디오제공자, 화상통화대화자)이요청한미디어플로우추

가요청에대해수락또는거절할수있다. 반면피제어단말

은 제어 단말의 제어를 받으며, 자신이 전송하는 미디어 플

로우에대해서만제어권을가진다. 

(그림 1)은 IUT가 동작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SCC

AS(Service Centralization and Continuity Application Server)

는 ISC 기능을제공하는응용서버로서, 제어단말과피제어

단말은 SCC AS 를통해서협력세션을맺고있다. 위그림에

서세션제어는제어단말과 SCC AS 간 통신을통해서이루

어지며, 이를 통해 미디어 플로우가 제어 단말에서 피제어

단말로전달되는것을볼수있다.

현재 Inter UE Transfer의향상방안 (IMS_SC_eIDT)에대한

표준화는 SA2로전달되어스테이지 2가함께진행되고있으

며 금년 6월에 열리는 SA 48 회의에서 표준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2. 사물 통신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향상

기존의 통신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전화와 문자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며, IPTV나 인터넷 등은 사람과 서버의 통

신이다. 하지만 점차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주

변의 기기나 사물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의 패턴도 사람이 배제된 사물 간의 통신 비중

이증가하고있다. 사물간통신은이미서비스가되고있는

전자 발찌와 원격 검침 등이 대표적이다. 원격 검침을 살펴

(그림 1) UE간 세션 이동 흐름도

<표 1> IUT(Inter UE Transfer)의 사용예

사 용 예 설 명

미디어의 복사
(Media Replication)

Jane이 휴대 전화로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던 중
아버지가 함께 보기를 요청한다. Jane은 시청하
던 비디오 클립의 복사본을 아버지의 PC로 전달
하여 함께 시청한다.

멀티미디어의 공동 제어
(Shared Control)

Jill은 Jane에게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대화할 것
을 요청한다. Jill과 Jane은 각자의 단말을 통해
동기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이 때 각각 단말에 전달되는 비디오는 동
기화되어 있으며 비디오에 대해서 각자가 제어
(정지, 재생 등)한 내용이 상대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서비스 제어권의 전달
(Transfer of Service Control)

Jill은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화상 통화를 하다가
집에 도착했다. 화상과 서비스에 대한 제어권은
PC로 이동시켜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음성은 사
생활 보호를 위해 그대로 휴대 전화를 통해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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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검침 기기는 통신망으로 통해서 검침 서버에 검침 결

과를전달할뿐사람의개입이없다. 최근의주목을받고있

는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도 사물 통신의 대표적인 예

라고할수있다[6]. 이와함께다양한센서들을통해서서비

스를 제공하는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개념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만물이 지능화되

고통신망에연결되는만물통신의개념으로발전하고있다

[7].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이 있으

며, 사업적으로는 기존 통신 시장의 포화에 따라 새로운 시

장을개척한다는의미도크다. 

이러한 사물 간 통신은 기존 사람들 간의 통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물 간 통신은 음성보다는 데이

터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음성 위주로 설계된 통신망의 경

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물 통신은 일반적으

로 단말 당 발생하는 트래픽이 작으나 다수의 단말이 네트

워크에 정합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다수의 단말에 대

한 신호 트래픽에 의해 베어러(bearer) 용량이 여유가 있더

라도전체망의용량확대가필요한경우가발생할수있다.

사업적인측면을보더라도사물통신의특성상저렴한비용

으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므로이러한특성이고려된기

술진화가필요하게된다.

3GPP SA1에서는 이러한 사물 간 통신을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라고 정의하고, NIMTC(Network

Improvements for Machine Type Communication)라는 WI

을통해서통신망에서효율적으로수용하기위한방안에대

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8]. (그림 2)는 NIMTC에서 제시하

고있는MTC 서비스를위한대표적인망구성으로, MTC 단

말이통신망으로통해서MTC 서버와연결되어있는형태를

보여 준다. 전자 발찌 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발찌가 MTC

단말이며MTC 서버는위치를관리하는관제센터가된다. 

MTC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MTC 서비스를 모

두만족시키는유일한최적화방식을결정하는것은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개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최적화 방

안을 연구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서비스에 필요

한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이동성이 낮은 (Low Mobility) 특성을 가지는 MTC 서

비스의 경우 위치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동성 관리

절차를최적화하는방안을사용하여망의효율을높이는것

이바람직하다. 또한도난의우려나면허조건등에의해특

정 위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센서의 경우 위치

기반으로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 (Location Specific

Trigger)의 적용이 필요하다. NIMTC에서는 MTC 서비스의

특성 (Feature)를정의하고각서비스특성에따른최적화요

구사항을정의함으로써각서비스에부합하는최적화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NIMTC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특

징과최적화방안은<표 2>에정리되어있다.

  

 

  

  

  

 

 

 

(그림 2) 사물 통신 망구성도

<표 2> MTC 서비스 특성과 최적화 방안

서비스 특성 최적화 방안

Low Mobility
고정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제한되어 있
는 단말에 대해 이동성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그널
링 빈도의 축소

Time Controlled 주기적으로 통신하는 단말은 특정 시간에만 통신을 허용

Time Tolerant 전송을 늦춰도 문제없는 서비스는 동적으로 전송을 제한

Packet Switched
(PS) Only 패킷 통신만 수행하는 경우 MSISDN(전화 번호)를 미할당

Small Data
Transmissions

소량의 데이터만 전송하는 경우 시그널링 오버헤드 등 최
적화

Mobile
Originated Only

이동 시에만 통신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동 시에만 이동성
관리

Infrequent Mobile
Terminated 이동 시 착신이 드문 경우 이동성 관리 빈도 축소

MTC Monitoring 도난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단말의 경우 위치 기반 동작 등
절차 수행

Priority Alarm
Message (PAM)

알람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우선 순위를 가진 메시지
전송

Secure
Connection

연결의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망에서 추가 보안성
제공

Location Specific
Trigger 특정 지역에서만 동작하는 단말에 대한 위치 관리 수행

Network Provided
Destination for
Uplink Data

망에서 제시하는 목적지 IP 주소로만 데이터 전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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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TC에대한스테이지 1 표준화는금년 2월회의에서완

료되었으며, 이후 스테이지 2 표준화에서 기술적 요구사항

을정의할예정이다.

3. 감성 전달 서비스

통신기술의발달은 100여 년간지속되던 음성 중심의통

신을 고품질의 멀티미디어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

다. 이는 전달되는 감각의 측면에서 본다면 청각 중심에서

시각으로 감각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의 통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전달하는감성전달서비스로발전해나갈것으로자연스럽

게 기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진동 기능에 특화된 단말기나

게임기의 진동 패드 등 촉각(haptic sense)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 촉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촉각을포함한감성을전달하는통신기

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3GPP SA1에서는 촉각

을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촉각

기반의감성전달 (Haptic) 연구아이템을진행하 다[9]. 

감성전달서비스의개념은 (그림 3)과같다. 진동등을통

한 단말의 감성 입력을 통신망으로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

하면 상대방은 전달된 감성을 단말을 통해서 재생하는 것

이다.

촉각을 통신에 활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살펴

보면 우선 표현 방식을 확대하고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수있다. 예를들어문자메시지와함께가슴떨림을표현

하는심장박동을진동형식으로전달한다면전달하는메시

지에생동감을더해줄수있다. 또한현재널리쓰이는소리

를 통한 알림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다. 예를들어통화중대기서비스에촉각을적용할경

우 현재와 같이 통화 중간에 특정 톤이 추가되는 방식에 비

해 음성 통화를 덜 방해할 수 있다. 전자의 서비스를 3GPP

에서는 감성 이모티콘 (Haptic Emoticon)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감성 통화 중 대기 서비스

(Call Waiting Haptic Service)라는사용예로제시되어있다. 

촉각은또한입력의수단으로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환자 등의 휴대폰에 통상적인 수준 이

상의충격이나이동이통신망으로전달될경우통신망은이

흔들림이 사고 또는 낙상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구급

센터에호출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가능한

촉각을 통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과 네트워크 측면에

서의 변화가 모두 요구된다. 단말의 경우 감성 전달 정보를

입력받고, 촉각정보를출력하는기능이필요하며, 네트워

크 측면에서는 단말의 기능 지원 여부를 관리하고 이에 따

라적절한촉각정보를전달하는기능이요구된다.

감성 전달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금년 2월에 스터디 아

이템이 종료되었다. 참고로 감성 전달 서비스는 SK 텔레콤

이 3GPP에 제안한 스터디 아이템으로서 SK 텔레콤이 표준

화를위한의장직을담당하고있다.

서비스 특성 최적화 방안

Infrequent
Transmission

데이터 전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송수신 허용

Group Based
MTC Features

집합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합 단위에 대한
세션 처리

(그림 3) 감성 전달 서비스 개념도

<표 3> 촉각 기반 감성 전달 서비스

사 용 예 설 명

감성 이모티콘 전달 서비스
(Haptic Emoticon
Delivery Service)

진동을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음
성 통신, 상 통화, SMS, MMS, IM 등의 서비스
와 결부되어 제공 가능
예) 심장 박동, 웃음 등을 진동으로 표현함

감성 컬러링 서비스
(Customized Alerting Haptic

Service)

벨소리에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정의한 촉각
정보를 함께 전달
예) 인기 가요를 벨소리로 들려주면서 드럼 등
비트를 진동으로 표현

감성 통화 중 대기 서비스
(Call Waiting Haptic Service)

통화 중 호가 도착했음을 진동 정보로 표현

사고/구급 감성 전달 서비스
(Accident or Health Crisis

Haptic Service)

단말을 소유한 사용자가 쓰러질 경우에 발생한
진동 정보를 네트워크에 전달하여 긴급 구호 제공



III. 결 론

본고에서는 3GPP를중심으로미래융합서비스동향을살

펴 보았다. 미래 융합 서비스의 방향성을 고찰해보면, 통신

의 주체는 사람에서 사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며, 통신의 대

상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에서 오감에 기반한

감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통신의 방법은 통신망과 단말

간의자유로운이동성및연속성을제공되는방식으로발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3GPP라는

표준 기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더 이

상 꿈이나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 될

수있는수준으로구체화가되고있다고할수있다. 

[1] http://www.3gpp.org

[2] 김윤화, “3 스크린 플레이(3 Screen Play) 서비스 추진

현황,”방송통신정책제21권 11호, 2009.12. 

[3] 3GPP TS 23.237 : “IP Multimedia Subsystem (IMS)

Service Continuity ; Stage 2,”Release 9. 

[4] http://www.3gpp.org/ftp/Specs/html-info/WiSpec--

440152.htm

[5] 3GPP TS 22.228 :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Internet

Protocol (IP) Multimedia Core Network Subsystem;

Stage 1,”Release 10. 

[6] 도윤미,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동향: 전력망과 정보통신

의 융합기술,”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 제5호,

2009.10. 

[7] 하원규, “Super IT Korea 2020,”전자신문사, 2009.9. 

[8] 3GPP TS 22.368 : “Service requirements for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TC); Stage 1,”Release 10.

[9] 3GPP TR 22.987 : “Study of Haptic Services

requirements,”Release 10.

May·2010_7

주제_ 미래융합서비스표준동향

참 고 문 헌

1996년 서울대학교학사
1998년 서울대학교석사
2003년 서울대학교박사
2003년~ 2008년 삼성전자책임연구원
2008년~ 현재 SK텔레콤 ICT 개발팀
관심분야 : 차세대통신기술, IMS, 표준화 (3GPP, MPEG)

송 진 한

1989년 전북대학교학사
2006년~ 현재 SK텔레콤 ICT 개발팀장
관심분야 : 핵심망및통신서비스장비개발, ICT 융합기술

김 기 문

약 력

1986년 연세대학교학사
1988년 연세대학교석사
1993년 연세대학교박사
1993년 SK텔레콤전파기술팀장
2005년 SK텔레콤플랫폼연구원장
현재 : SK텔레콤네트워크기술원장

임 종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