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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기술 및 성능의 적용 범위가 모든 분야로 확
대됨에 따라 모든 정보단말, 가전기기, 사물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차세대 통신환경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의 핵심기술인 IMS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네트워크의 
이동이나 디바이스가 변동하더라도 끊김 없는(seamless)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Enabler 를 
통한 통합 서비스 인프라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Enabler 와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환경에서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나 디바이스의 변화에도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션제어기법과 그 구조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음
성,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가 통합단말 및 멀티 서비스를 통해 융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술 및 성능의 획기적 발전으로 그 적용 
범위가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 사회는 모든 정보단말, 가전기기, 사물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기반의 차세대통신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BcN 은 패킷기반의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징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이다. 
BcN 은 유선 액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액세
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All IP 기반의 코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합서비
스를 지원한다[1][2]. 
이러한 BcN 은 현재의 PSTN 교환망, 이동전화망, 

ATM 망, 인터넷망, 케이블방송망 등이 각각 독립적인 
개별망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 통합된 형태의 서
비스가 가능한 망으로 진화 된 것이다. 현재 각 망에
서 개별적으로 존재해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다른 망 
에서 사용할 수 없던 것을 다양한 접속방식을 갖는 
하나의 중앙집중 망(backbone network) 상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합 망 형태의 BcN 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는 서비스와 망을 분리하여, 기존의 문제점인 각각의 

망에 종속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All IP 기반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제공 기술로 IP 멀티미
디어 서브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 IMS)가 자리
잡고 있다. IMS 는 3GPP 에서 표준화한 호 제어/세션
제어 기반 구조 및 기술로서 인터넷 전화와 같은 세
션형태의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개
발되었다. NGN(Next Generation Network) 에서도 IP 코
어망을 통한 호/세션 제어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IMS
를 수용하여 제공하도록 기본 구조가 정립되었고 이
를 통하여 유무선 공통의 통합된 세션제어가 가능하
게 되었다[3][4]. 
이러한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지능화 되고 개인화된 컨텐츠 전달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기기로 다양한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제공 받을 수 있는 컨버젼스 지식기반 
서비스의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3GPP 에서 제시한 IMS 의 구조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위한 자
원관리 및 각 서비스의 계층적 구조 구현으로 사용자
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연동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서비스의 끊김없는
(Seamless) 제공을 위한 기술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식기반 서비스 관리 및 제공을 위
한 별도의 기능이 요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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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MS기반 차세대 통신환경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세션제어 방법과 그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존 IMS 구조 

IMS 는 3GPP 에서 단계별 표준화 과정 중 Release4
부터 제안되었고 현재는 R7, R8 단계의 표준화 과정 
중에 기능이 보강되고 있다. IMS 는 기존 서비스망에 
SIP 기반의 세션 제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구조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세션기
반 서비스를 보호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IMS 는 IP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전달 계층(Network transport)과 연동되며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망 사업자가 아닌 제 3 의 서비스 업체도 개방형 
접속 구조를 이용하여 IMS 와 연동된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IMS의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 

 
IMS 의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그림 

1) 과 같다. IM CN(IP Multimedia Core Network)은 멀티
미디어 세션과 트래픽 전송을 위해 UMTS 기반의 패
킷망(Packet Service)를 사용한다. 또한 유선 인터넷 터
미널과의 끊김 없는 연결을 유지하고 액세스 매체와 
독립적인 망 연동을 위해 IETF 표준 규격을 많이 수
용하고 있다. 세션을 제어하는 CSCF 간 인터페이스
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CSCF와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HSS 간 인터페이스는 DIAMETER 프로토콜
을 사용한다.[5][6] 

IMS는 세션의 중앙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망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SIP 보다 발전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정상
적으로 종료된 사용자의 세션을 사업자가 망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강제로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P-CSCF 의 추가기능으로 SIP Proxy 와 같은 역할
을 수행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사용자 세션을 

강제로 해제 시킨다. 또한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숨기기 위해 IBCF 에서 THIG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자간 SIP 메시지 전송 시 SIP 메시지의 Via, router 헤
더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 정보 헤더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선호하는 코덱 정
보 삽입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CSCFs 가 사업자 
네트워크 망 구조에 최적화된 코덱정보를 SIP 메시지
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마
지막으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발신정보
제한 및 착신정보제한 기능을 제공한다. S-CSCF는 사
용자가 발신번호제한 및 착신번호표시제한을 요구할 
경우 SIP 메시지의 From, To 필드를 감춰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IMS는 SIP와 다른 CSCFs에 의한 SIP Body 
변경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IMS 는 기존 SIP 가 
지니고 있던 보안문제, 과금문제, 통합 세션관리 등 
사업자 망 구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3GPP 에서 제안한 IMS 에는 미래 유비쿼터

스 서비스의 특징인 상황인지, 개인화된 서비스 및 
각 단말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적응을 지원하는 지식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의 요구를 주어진 상황에 최적으로 만족 시키
는 지식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IMS 
구조를 보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요구된다. 

 
2) 서비스 Enabler 와 IMS 를 통하여 통합서비스 제

공을 위한 전체 구조 
 

IMS 에서 지능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적인 지식기반 컴퓨팅 기술이 필
요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
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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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 Enabler 와 IMS 기반  

통합서비스 제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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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2)와 같이 IMS 서비스를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수의 
스팩들로 구성된 집합인 서비스 Enabler 들을 IMS 에 
함께 구성하게 된다. 여러 Enabler 들은 서비스 계층에 
위치하며, 네트워크와 단말 계층에서 수집된 컨텍스
트(Conetext)들을 지식화하여 응용계층에 제공함으로
써 여러 지식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Enabler 를 통해 응용서비스 개발에 공통 플
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컨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지식기
반 서비스개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자 및 운영 비
용 절감, 서비스 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다. 
특히, IMS 에서 지식기반 통합 서비스의 제공을 위

해 서비스의 계층적 구조 구현으로 사용자와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연동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고 서비스의 끊김 없는 제공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별 지식기반 서비스의 
관리, 서비스 분류 및 끊김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
한 세션관리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제안하는 서비스 세션 제어 기법 

제안하는 서비스 세션제어 기법은 Enabler 에 서비
스 세션 제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의 구현 및 서비스와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다
른 Enabler 들과의 연동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의 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공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Enabler 에서 제안

하는 세션 관리 기법은 사용자 별 세션을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션이란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와서 나갈 때 까지를 의미
한다. 세션 관리 기법은 사용자 별 세션인 등록 서비
스, 사용 중인 서비스의 상태 정보의 생성, 삭제 관리
를 통해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또한, 각 사용자에 대한 로그온 / 로그오프 관리 
기능 및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따른 서비스 적용 상황
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 세션 정보의 
관리는 Enabler 에서 제공하는 추론엔진에서 미리 정
의된 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게 된다. 제안하는 
세션 관리 기법에서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등록 / 해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끊김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 시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서비스의 재시작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안하는 세션 제어 기법의 구조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입력 데이터를 분류 및 분석하고, 세션 쿼리를 
이용하여 응답 받은 출력 데이터를 전송할 모듈에 맞
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부(Data 
Interface Engine)와, 입력 데이터의 쿼리 포맷에 맞게 
생성된 세션 쿼리를 통해 세션 데이터 테이블에 사용
자 및 서비스의 상태를 저장/관리하고 서비스 재개  

 
(그림 3) 제안하는 세션 제어 기법의 구조 

 
요청 시 사용자의 키로 세션 데이터 테이블에서 해당 
사용자의 세션 상태를 검사하여 서비스 상태 정보를 
데이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세션 데이터 매니저
(Session Data Manager), 세션 쿼리를 생성하여, 세션 쿼
리를 통해 지식저장소의 세션 데이터 테이블에 접근
하여 해당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상태 정보를 
질의하고 그 응답으로서 서비스 상태 정보를 반환 받
기 위한 세션 상황 정보 관리부(Session Context 
Reasoner)로 구성된다. 
여기서, 세션 데이터 매니저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태를 세션 테이블에 저장하되, 서비스 시작 시 세
션을 등록하고, 서비스 종료 시 해당 서비스의 최종 
상태를 저장하여, 이후 서비스 재 시작 시 해당 서비
스의 최종 상태를 알려주어, 해당 서비스의 최종 상
태에서부터 끊김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다. 세션 객체를 통해 서비스 고유 데이터를 관리하
고, 사용자 별 세션 데이터를 생성하여 세션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사용
자 관련 상황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변
화나 기기의 변화에도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
하게 한다. 

(그림 3)에서 보여진 세션 관리 구조의 각 구성요
소들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부는 세션 관리 구조로 전송되
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며, 세션 관리 구조 내
부에서 외부의 모듈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할 모
듈에 맞는 형태로 변형하여 전송한다. 데이터 인터페
이스부는 세션 매니저 API 를 통해 들어온 값을 분류 
및 분석하는 인터프리터(Interpreter), 내부 데이터를 외
부로 전송할 경우 해당 모듈의 포멧에 맞게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기(Data Formatter)로 구성된다. 세션 데이
터 매니저는 세션 데이터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지
식저장소(Knowledge Repository)로부터 세션 정보를 가
져와 분석하고, 사용자 별 세션 생성 및 제거를 담당
한다. 또한, 세션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될 세션 객체
의 키 값과 변수 값을 생성하고, 외부 서비스 Enabler
로부터 입력이 들어왔을 경우, 요청 받은 키 값에 대
한 변수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션 상황정
보 분석기는 세션 데이터 테이블을 얻기 위해 지식저
장소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때 Enabler 안에 속해 있는 
쿼리 관리 부의 상황 정보 관리부를 거쳐 적절한 쿼
리를 생성하여 세션 객체를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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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tatus “Active-20:20”

Service Name “Movie Service”

User Name “hong’

Intelligence Level

User Network “Mobile”

“2”

1. 사용자 미등록시 2. 서비스 상태 입력

3. 서비스 상태 요청

Query Manager
사용자 세션 등록 / 제거
사용자 등록 여부 검증
사용자 서비스 상태 검사

(그림 4) 제안하는 세션 제어 기법의 동작 과정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세션 관리 구조의 동작
은 (그림 4)와 같다. 세션 관리 구조의 입력은 사용자
의 네트워크 이동이나 디바이스의 변화 등을 감지하
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나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
하여 서비스 상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외부의 
Enabler 로부터 세션 관리 구조로 전송된다. 세션 관리 
기법은 먼저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해당 입력에 대하여 분류
하고 세션 관리구조의 내부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변
환하는 작업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후, 사용자의 Key
를 이용하여 세션의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즉, 해당 
사용자가 이용하던 서비스가 있는지, 서비스의 최종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쿼리 매니저를 통해 
지식저장소의 세션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얻게 된다. 
또한, 외부의 서비스 Enabler 로부터 서비스 상태 요청
이 있는 경우, 세션 관리구조는 서비스 상태 정보를 
세션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얻은 후 해당 Enabler 로 
반환 한다. 세션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는 사용자 키
워드, 서비스 키워드 등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
을 모니터링 하여 저장한다. 
세션 관리 기법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태를 저장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세션을 등록
하고,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서비스의 최종 상태를 
저장하여, 다음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최종 상태를 알
려주어 서비스의 최종 상태에서부터 끊김 없는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BcN 기반 IMS 환경에서 지식기반 
컨버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인 세션제어 
기술을 제안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션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사

용자의 네트워크 이동이나 디바이스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입력 받음에 따라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한 서비스에 정책적 상황 검증을 수행
하여 충돌정보 및 오류정보를 추출하며, 쿼리 생성 
엔진을 통해 추론엔진으로부터 직접 서비스 제공정보
를 획득하여 다양한 Enabler 로 제공함으로써, 각 서비
스를 동적으로 관리하고, 충돌 및 정책적 문제를 해
결하며, 다중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 및 관리의 효율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BcN 의 유무선 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

현 및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능형 컨텐츠 전달 제어 기술의 실현을 위해 네트워
크 컨텍스트 수집 기술, Policy 기반 Privacy 제어 기술, 
추론 기술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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