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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식 IMT2000 All IP 망의 서비스 종류 및 특성
조동호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은 R99 버전에서 시작하여 R4, R5로 버전이 갱신되면서 핵심망과 무선엑세스망
에 ALL IP 개념이 반영되었고 최근에는 ALL IP 망에서 IP Multimedia(IM)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서 SIP 기반의 multimedia 호처리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IM 서비스의 기본 프레임 구조를 제정
중에 있다. IM 서비스의 표준제정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예제들을 분석하여 기초요구사양을 도출하고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생성 객체를 정의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정의된 서비스 생성 객체를 사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조업체와 무관하게 개발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 기술요구사양, 서비스 생성객체,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I. 서 론
3GPP에서는 오디오, 문자, 비디오, 그래픽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정보기반 차세대 서비스를 엑세스할 수 있
도록 서비스 권고안을 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멀티미
디어 서비스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직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엑세스할 수 있고
고정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높은 품질의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작고 사용하기 편리한 단말
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텔레서비스와 응용 및 부가서비스의 상당부분
이 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는
데 이러한 서비스 시장은 주로 통신사업자와 표준에 의
해 결정된다. 3GPP에서는 서비스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능력을 표준화한다. 서비스 능력은
QoS 변수에 의해 정의되는 베어러와 서비스를 구현하
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통신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다.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 능력은 음성, 비디오, 멀티
미디어, 메시지, 데이터, 텔레서비스, 사용자 응용 및 부
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시
장은 사용자와 가정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동호 : 한국과학기술원

서비스능력은 무선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 대부분의 텔레서비스와 사용자 응용서비스의
불연속성과 비대칭성을 고려한다. 서비스능력은 전파
환경, 이동단말의 속도, 트래픽 특성 등 다양한 무선환
경을 고려하여 제정되는데 무선인터페이스가 다르면 각
각 다른 서비스 능력이 제정된다. 즉 UTRAN TDD,
UTRAN FDD, GERAN에서의 서비스 능력이 달라진
다. 또한 3GPP에서는 UE가 상이한 무선 인터페이스
에 적응하여 가용한 서비스 능력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
공하고 있다.
3GPP 표준은 global roam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이 다른 지역으로 가입자가 이동하면 IMT2000 단
말기가 무선인터페이스 기술을 식별하여 적응하도록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선인터페이스와 가용한 서비스 능
력이 IMT2000 표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3GPP 표
준은 또한 가정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방문망에서
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GPP 표준은 사용자에게 어디에서든지 가상홈환
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가상
홈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환경에서 사용자
인증, SIM/USIM, 빌링, 사용자 프로파일/VHE 관리
등을 처리하고 서빙 네트웍에서 무선 또는 다른 엑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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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비스 종류

의 전달 및 신호처리 등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
스 제어, QoS 타협, 로밍을 포함한 이동성 관리, 로밍협
약의 자동설정 등이 홈환경 또는 서빙 네트웍에서 지원
되어야 한다.
3GPP 표준은 사용자에게 2세대 서비스를 투명하
게 제공하며 무선인터페이스와 무관하게 새로운 서비스
를 쉽게 네트웍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어
느 범위내에서는 단말기가 upgrade 되어 새로운 서비
스를 엑세스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 관련 특성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를 포함
하는데 3GPP에서는 표준으로 제정하지 않는 사설 표
준이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수
정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들은 3GPP가 표준화한
CAMEL 또는 LCS와 같은 도구들 또는 다른 외부의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pre-paid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도구로 생성된 응용서비
스의 예제이다.
2. 새로운 서비스 능력

II. 비동기 IMT2000 망의 서비스 구분 및

3GPP에서는 하나의 단말기가 여러 연결을 설정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비스 구분

2.1. 멀티미디어

3GPP에서 다루는 서비스의 종류가 그림 1에 잘 나
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3GPP 네트웍은 핵심망과 무선엑세스
망으로 구분되고 핵심망은 패켓교환 핵심망 영역, IP
멀티미디어 핵심망 서브시스템, 회선교환 핵심망 영역
으로 나누어지는데 IM 핵심망 서브시스템은 패켓 교환
핵심망 영역의 베어러 서비스를 이용한다.
회선교환 핵심망 영역에서는 기본서비스가 회선텔
레서비스와 베어러 서비스로 구분되고 각각의 부가서비
스가 존재한다. GPRS는 IP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SMS, USSD, UUS 등이 베어러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IP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IP 기반 세션관련 서
비스로 음성통신, IP 멀티미디어 세션을 포함하는데 베
어러로서 GPRS를 이용한다. 비호관련 부가서비스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하나의
호안에 결합한 서비스로서 여러 사용자와 연결들을 포
함하므로 자원과 사용자의 추가/삭제를 위해서 융통성
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interactive 서비스 또는 분배
서비스이다. 인터렉티브 서비스는 대화, 메세징 및 도
출 서비스로 분류된다. 대화서비스는 실시간 양방향 서
비스로서 적은 end to end 지연이 허용되고 미디어 상
호간의 정확한 동기가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비디오 전화 또는 비디오 회의 서비스가 있다. 메세징
서비스는 축적후 전달 장비를 통하여 가입자와 가입자
사이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음성/문자 결합 서비
스, 오디오/이미지 결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출서비
스는 가입자가 정보를 정보센터에서 꺼내도록 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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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로서 각 정보센터는 서로 다른 표현제어를 허용하
는 서비스와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가입자
제어가 없는 분배서비스는 방송서비스로서 가입자가 표
현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보의 흐름을 엑세스하는 서비
스로서 TV 또는 오디오 방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제이
다. 가입자 제어를 허용하는 분배서비스는 정보가 반복
적인 시퀀스를 유지하면서 방송되므로 가입자가 정보의
표현의 시작과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
•회선교환 멀티미디어 호
-회선교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H.324M의 3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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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교환 멀티미디어 호는 베어러 서비스로서 동기

투명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다양한 전송율 지원
-부가서비스 적용
•IP 멀티미디어 세션
IP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회선교환서비스의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서 IP 전화가 IP 멀티미
디어 응용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의 예제
이다.
-IP 멀티미디어 세션제어는 SIP에 기반
-인터넷, 회선교환 혹은 IM 이동망, ISDN, PSTN
가입자에 대한 발호 및 착호 시나리오 지원
-SIP의 URL 번호 및 주소체계 지원
- IP 멀티미디어 응용은 표준화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개발
•멀티미디어 메세징 서비스
-이동 및 고정가입자에 대한 축적 후 전달 멀티미
디어 메세징 서비스
-멀티미디어 메세징 서비스는 팩스, SMS, 멀티미
디어, 음성우편,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메세
지의 집적을 지원
-망에서 단말로의 메시지의 streamed download 또는
단말에서 망으로의 메시지의 streamed upload
•문자 대화
-Global Text Telephony(GTT)는 문자별로 실시간
문자대화가 회선 또는 IP 기반 대화서비스에 포함되
도록 함.
-다른 비디오 또는 음성미디어와 함께 한 세션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 현존망과의 문자전화 연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는 망의 문자대화기능과의 문자전화 연동
-문자미디어는 세션초기 또는 중간에 삽입가능
-인간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속도와 문자
set 고려

그림 2. 서비스 구조

- GTT는 멀티미디어 메세징 서비스와 상호협력하

여 호가 실패시 메세징 서비스로 이관
•패켓교환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용

하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시작과 실행을 제어
- 스트리밍 서비스는 존재하는 코덱과 프로토콜을
사용
- 스트리밍 서비스는 QoS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패켓 교환 영역을 이용
2.2.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
3GPP는 서비스 영역과 서비스의 제어, 생성 및 명
세서를 제정할 예정이고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III. 비동기 IMT2000 망의 서비스 구조
서비스능력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
은 서비스 구조가 사용된다.
많은 베어러가 융통성과 능력면에서 서로 다르게 제
공될 수 있다. 베어러는 성능, 지연 특성, 최대 비트오
율, 대칭성 등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이러한 베어러들은
텔레서비스나 가입자 응용들이 서로 다른 QoS를 지원
하는 서브네트웍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한다. 베어러의
할당 및 해제는 베어러 제어 함수에 의해 제공되는데 여
러 베어러가 하나의 호에 연계되거나 베어러들이 하나
의 호에 추가되거나 하나의 호에서 제거된다. 이러한
베어러는 무선 환경, 무선인터페이스 기술 및 고정 유선
전송 시스템 기술과는 무관하다.
적용/연동기능은 고정 망에서 텔레서비스/응용을
위해 사용된 베어러와 이동망의 베어러 사이의 차이점
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의 텔레서비스/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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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예제, 기초요구사양, 서비스 생성객체의 상호관계

의 불연속성과 비대칭성을 고려한다.
서비스 플랫폼은 부가서비스, 텔레서비스 및 가입자
응용의 지원, 생성 및 제어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데 이 서비스 플랫폼은 가입자가 부가서비스, 텔레
서비스 및 가입자 응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서비스 제공 및 제어는 무선 동작 환경, 서비스
기술, 고정 유선전송 시스템과는 무관하다.

IV.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 개념
현재 IETF와 협력하여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권고
안이 제정 중이며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양이 다양한
서비스의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여러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기초 요구사양의 적
절한 집합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서비스 생성 객체를 정
의하며 서비스 생성 객체를 적절히 조합하여 네트웍 사
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표준 없이 새로운 서비
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
과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방문자가 선택된 서

비스 생성객체를 엑세스하게 하여 요구된 서비스의 상
호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때 네트웍이 어떤 서비
스 생성 객체를 지원할 것인가는 통신사업 운영자의 선
택사항이며 아울러 단말기가 어떤 서비스 생성객체를
지원할 것인가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선택사항이다.
완전한 기본 및 고급서비스 예제를 설정한 후에 이
것을 분석하여 기초요구사양을 도출한다. 이러한 예제
와 기초요구사양은 추후에 정의된 서비스 생성객체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기본서
비스 예제들은 서비스 생성객체의 최소집합을 정의하고
고급서비스 예제들은 서비스 생성객체의 바람직한 집합
을 정의한다. 기초요구사항과 서비스 생성객체 및 서비
스 예제의 상호관계가 그림 3에 잘 나타나 있다.
서비스 예제의 기초요구사양은 기본기능의 빌딩블
럭이고 대부분의 서비스 예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이 기초요구사양은 정의된 서비스 생성객체의 검증에
사용되고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된다. 서비스 생성객체
는 최종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객체로서 한 개 이상의 서비스 생성객체가 결합하
여 서비스 예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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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 생성 객체의 검증

한편, 서비스 생성객체의 검증은 그림 4에 나타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충분한 서비스 예제를 생성한다. 기초요구사양

의 최소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예제를 만들고
바람직한 기초 요구사양 리스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급 서비스 예제를 만든다.
•생성된 서비스 예제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각 서비스 예제를 분석하여 기초요구사양을 다음
관점에서 도출한다.
- 사용법, 초기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서비스 관점
- 요금부과 및 고지
- 로밍
- 보안
- 상호운용성
- 서비스 분배, 서비스 영업 등 다른 요구사양
•SA2 또는 해당 그룹이 정의된 서비스 생성객체들
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SA2 또는 해당그룹과 협력하여 합의된 서비스 예
제들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서비스 생성 객체가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한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서비스 예제를 추가하여 서비스 생성객체를 추가
적으로 정의한다.

V.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예제
서비스 예제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IMS와의 관계
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예제를 다음과 같은 항
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서비스 제목
•동기
•상위 레벨 서비스 정의
•IMS와의 관계
•사업 모델

•사용자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특정 고려사항
- authorization/deauthorization
- registration/deregistration
- activation/deactivation
- 서비스 provisioning
- 분배, 다운로드, 터미날 능력
•요금부과 및 고지
•로밍
•기초요구 사양

현재 서비스 예제들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고려
되고 있다
1. 기본 음성 서비스
IMS와 IMS/GSM/PSTN 사이에 발호/착호 서비
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비디오전화 서비스
사용자 장치가 비디오 관련 시설을 갖고 있고 비디
오 전화호와 연관된 네트웍 비디오 전화 서비스를 지원
하면 사용자는 비디오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초
기에 비디오 전화 서비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음성통화
중에 비디오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3. 혼합미디어 상호통신
사용자가 중요한 음성호를 수신하였으나 회의 때문
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 instant 메시지를 이용하여
문자로 응답한다.
4. 멀티미디어 기반 음성 응답 장치
고객이 고객지원센타에 음성호를 요구할 때 음성호
를 데이터호로 바꾸어 문자, 그래픽, 비디오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때 고객은 편리한 서비스
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고객은 전화통화중에 IP 비디
오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디오 상호 통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비디오 정보를 메세징 시스템에 넣
을 수도 있다.
5. 지역적 조정 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이동번호 휴대성, 비밀 보호, 합법
적 침입, 추적기능 등이 정의되고 있다. 특히 비상 전화
서비스에서는 이동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위치가 자동으
로 파악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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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단한 게임세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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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게임 세션 설정

6. 기본 peer to peer 게임
무선엑세스망과 IMS를 이용하여 2명 이상의 사용
자가 peer to peer 모델을 사용하여 패켓교환망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간단한 게임 세션 설정을 나타내는
망구성도가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게임세션을 설정할 때 실시간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음성 또는 메세징 서비스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용하여 게임세션이 설정된 경우이고 (b)는 IMS의
point to multipoint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게임세션이
설정된 경우이다.
8. 이동 가상 사설망
사무실에서의 작업환경을 이동상황으로 연장하는
서비스로서 이동 중에도 회사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안
전하게 엑세스할 뿐만 아니라 통화하면서 상의할 수 있
다.

7. 고급 게임 서비스
9. 멀티미디어 서비스
네트웍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로서 게임세션을 설정할 때 비디오 및 실시간 데
이터 통신 서비스를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음성이나 메
세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게임세션 설정을 나타내
는 망구성도가 그림 6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6의 (a)는 IMS의 point to point 통신 방식을

실시간 음성/비디오, 비실시간 미디어 등 모든 종류
의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비디오 전화 서비
스와 같은 능력을 제공한다. 비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로
는 audio 다운로드, 비디오 다운로드, audio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 파일, SMS, email, web 브라
우징, 멀티미디어 메세징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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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ocal 서비스
특정 요금부과와 관련된 local number 서비스로서
방문망에서도 local number를 사용하므로 호의 라우팅
과 요금부과를 위해서 local number가 유일해야 한다.
한편, 이외에도 presence 서비스, instant 메세징
서비스, 이동인터넷 엑세스 서비스, E-commerce 및
M-commerce 서비스, 멀티미디어 메세징 정보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멀티미디어 고급대화서비스 등이 연
구되고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동기식 IMT2000 망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종류를 고찰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서비스
능력을 살펴 본 후에 비동기 IMT2000 망에서 어떠한
프로토콜과 네트웍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검
토하였다.
아울러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이 어떠한 절차
를 거쳐서 제정되는가를 고찰하고 여러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예제를 검토하였다.
통신사업자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조업체의
도움없이 경쟁력 있게 개발하려면 기존의 유선 통신망
에서의 지능망 서비스 개념이 필요하다. 3GPP에서도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제정시에 지능망 서비스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I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기본
및 고급서비스로 나누어 서비스 예제들을 도출하여 경
쟁력과 유용성을 검증한 후에 각각의 서비스 예제를 세
밀하게 분석하여 기초요구사양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이와 같이 도출된 기초요구 사양을 조합하여 각각의 서
비스 예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객체를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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