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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은 다양한 정보와 동시에 개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노력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을 기반으로 서

비스 통합 과 개인화를 제공하는 웹서비스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비스 통합

과 개인화를 위해 서비스 사용자 정보 분석 및 개인화 서비스 구성요소 추출과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개인 서비스 제공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들 간의 효율적인 통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규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자

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application of internet services has been realized by effort for an offer of various informations and

personalization services. So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web service application model for service integration and

personalization based on internet multimedia subsystems. For this services integration and personalization, we need

to establish a policy of supporting personalization service. And It's required to analyze information of service users

and to extract the components for the personalization services. With the process, It will provide the efficient

integration between the exist services and the external services and It can be realized detail services for personal

with construction of new services model.

키워드 : Internet Multimedia Subsystem, Web Services, Personalization , Integration

Ⅰ. 서 론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통신 서비스를 비롯

한 단순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되었

다. 또한 서비스 사용은 All-IP 기반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이 통합되는 디지털 융합 서비스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All-IP 기반의

IMS(Internet Multimedia Subsystem)는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무선 네트

워크를 IP기반으로 구축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통합환경이다

[1]. IMS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목표

는 I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성, 비디오, 오디

오 및 데이터 같은 복합 멀티미디어를 제공한

다[2][3].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제한된 컨텐

츠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서비스 활용에 대

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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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된다.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비즈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서비스 이용

패턴의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기법으로 IMS

를 통해 전송되어 온 SIP[2][4]와 사용자 로그

를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생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다

양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외에 써드파트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와 개인의 특화된 서비스까지 제공

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

비스 개발환경은 SDP(Service Delivery Platform)

벤더들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5][6][7].

이에 본 논문은 IMS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기법

을 제시한다. 이때 사용자 정보는 서비스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서비스 종류,

접근 시간, 사용 시간, 신상 정보와 같은 개인화 서

비스 구성요소의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서

비스 제공업자의 정책에 따라 세밀하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 제

공을 위해 간단한 정책과 시나리오을 이용하고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한 서비스 통합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인 SDP와 개인화 서비스에 대하여 언급하고,

3장에서는 개인화 서비스 구축 및 패턴분석에 대하

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

린다.

Ⅱ. SDP와 개인화 서비스

IMS는 All-IP기반의 차세대 통신 환경으로

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

무선네트워크를 IP기반을 통해 각종 통신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통합환경

으로 서비스 목표는 I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

성,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같은 복합 멀티

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2]. 특히 모바일 통

신 사업자들에게도 단순한 ‘콘텐츠 서비스 제

공자’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에이블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8].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SDP(Service Delivery

Platform)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6][7]. SDP는 IMS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세

션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써드파티 서버

와 연동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SDP는

서비스 개발과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다. SDP 제공자는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A, HP, IBM, Oracle 등의 주요 업체를 포함

하여 많이 있다. 통신업자는 자사의 기존 서비

스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속한 서비

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러한 SDP를 적용한다.

SDP는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에이블러 API 제공 및 API에 대한 엑세스를

통합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새

로운 데이터나 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

은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이 가

능하다.

다양한 SDP는 오히려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써드파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 기존 서비스, 신규 서

비스, 그리고 써드파티 서비스들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발 표준중의 하나인 웹 서비

스가 거론된다[5][9]. 따라서 SDP는 공급하고자 하

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신속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나, 써드파티 서비

스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다[7][10][11][12]. 웹 서비

스를 통합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서비스 통합을 위하여 IBM, MS나 BEA 같은 SDP

제공자들은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과 같은

서비스 통합을 위한 언어도 개발하였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패

턴을 분석하여 개인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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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지나 광고와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바이스

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는 다양해

질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의 이용패턴과 신상 정

보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

책을 제시하고 간단한 개인화 서비스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는 세밀한 정책을 바탕

으로 더욱 세밀한 개인화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Ⅲ. 개인화 서비스 구축 및 패턴 분석

1. 개인화 서비스 구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이

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

자의 능동적인 서비스 요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한 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

스 환경은 통신망에 관계없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통합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들의 환경 변

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통신 사업

자들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은 All-IP,

USN을 비롯하여 IMS 등의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

다.

IMS 환경은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서브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유무선 망

을 기반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MS

기반의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멀티미디어를 비롯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 요구에 의한 새로

운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

스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IMS 기반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개요로서 그림 1과 같다.

IM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요구된다. 서

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및 제

공, 사용자 요구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그리

고 수익을 위한 광고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신규 콘텐츠를 비롯하여 기존 서비스와 써드파티

서비스를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들 간의 통

합 및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간의 통합, 그리

고 써드파티 서비스들의 조화로은 생성이 요구된

다.

그림 1. IMS기반 서비스 제공 흐름도
Fig 1. Service Flow based on IMS

IM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요구된다. 서

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및 제

공, 사용자 요구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그리

고 수익을 위한 광고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신규 콘텐츠를 비롯하여 기존 서비스와 써드파티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

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들 간의 통합,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간의 통합, 그리고 써드

파티 서비스들의 통합과 생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

의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

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들의 통합을 위

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서비스들의 통합을 위한 과정은 그림 [2]와 같

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 신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공지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려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서비스의 요구 시에는 서비

스 적용자에 의해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서비

스 통합에 적용하도록 한다. 서비스 생성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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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통합한다. 통

합되는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 외에 신규 콘텐츠,

그리고 써드파티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림 2.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통합

Fig 2. Integration for Personalization Service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

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다. 다음절

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개인화를 위한 사용자 패턴

분석 기법에 대해 다룬다.

2. 개인화를 위한 사용자 패턴 분석

IMS를 통해 전달된 SIP 프로토콜과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연결을

요구하는 SIP 프로토콜은 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

주소와 정보, 상황 정보, 시간 정보, 서비스 해지 정

보, 연결 우선순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SIP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HSS(Home

Subscriber Server)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SIP는 단대단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며 이

메일과 유사한 주소체계 형태의 동일 식별자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음성 통화 서비스를 비롯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프레젼스 서비스 등을 제

공 받도록 한다. 또한 SIP를 이용하여 세션을 설정

할 때 세션 파라미터를 협상함으로써 사용자의 능

력에 따라 서비스가 지원된다.

HSS는 CS/PS 도메인 그리고 IMS를 통한 가입

자의 이동성 관리, 호와 세션 설정지원, 가입자의

보안 정보 생성, 가입자 인증, 메시지의 무결성 체

크와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생성, 생성된 데이터

저장, 서비스별 가입자/식별자 관리 처리 등을 담

당한다. 3GPP2에서는 HSS의 기능을 축소화하여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로

통칭하고 있다[115]. 사용자 로그를 통해 서비스 카

테고리, 서비스 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디바이스, 그리고 사용자의 나이와 성별

등과 같은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서비스 타입은 MMS, SMS, 검색, 메일,

게임, 그리고 광고 등과 같은 서비스로 분류한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 Service Type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종류이다. (MMS / SMS / Searching

/ Mail / Game / etc)

2) Service Timestamp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하여 주로 접속하는 시간이다. 서비

스 접속시간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서비스 접속시간은 시간 단위의 접

속시간을 고려하여 에서 까지를

원소로 갖는다.

3) Service Span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시

간이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사용자의 서비스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화 서비스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구하여 1일 이상을 이용할 경우  , 1일 정

도의 이용 시간은 의 요소로 구성한다. 또

한 1일에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

1시간 이하이면 , 몇 십분을 이용하면

 , 1분 이하이면  , 단지 10~20초 정도

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면  와 같은 요소로

구성한다.

4) Service Device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

는 기기이다.

5) User Profiles : 서비스 사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다. (Age, Sex,

Job, etc)

이 외에도 서비스 사용자의 이용 패턴 분석에

필요한 요소는 상세화하거나 확대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

는 서비스 타입과 서비스 이용시간, 접근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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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

게 적합한 개인화 서비스를 생성 또는 조합할 수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정보와 서비스 접근 시간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디바이스와 제공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비

스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서비스의 사이즈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관심 분야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자 신상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

스, 또는 광고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사

용자에 대하여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0>$ iU

서비스 사용자의 접근 시간인 timestampsU _ 와 이용

시간인 spansU _ 을 분석하여 개인화 서비스의 사이즈

를 결정한다.

0,0, __ >$¹$ kspansntimestamps TUTSU I

spanstimestampssize UUS __ ´=

만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odT 이면 개인화 서비스

의 사이즈는 2 시간이 넘는 사이즈로 결정할 수 있

다. 또한 dT 이면 서비스 접근시간에 따라 서비스

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22TS 에서 24TS 까지와

24TS 에서 6TS 까지는 2시간이 넘는 사이즈의 서비

스, 6TS 에서 10TS 까지와 18TS 에서 22TS 까지는 2

시간 이내의 서비스, 10TS 에서 18TS 까지는 1시간

이내의 서비스로 결정된다.

그림 3. 서비스크기 정책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for Service size policy

서비스 사이즈에 대한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알고리즘

은 그림 3과 같다.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시간인 timestampsU _

과 위에서 구한 서비스 사이즈인 sizeS 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결정한다.

0,0,_ >¹$ sizesizentimestamps SSTSU I

sizetimestampstime SUS ´= _

만일 sizeS 가 2시간을 넘으면 22TS 에서 6TS 사

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sizeS 가 2시간 이하, 1시간

및 20분 이상의 경우에는 6TS 에서 10TS  사이와 18TS

에서 22TS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업

무를 고려하여 10분 이내의 서비스만을 10TS 에서 

18TS  사이에 제공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분석

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4와 같

다.



58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권 제3호

그림 4. 서비스제공시간 정책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for Service time policy

개인화 서비스의 서비스 타입은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타입인 tiypesU _ 과 서비스 접근시간

인 timestampsU _ , 그리고 사용자의 신상 정보인 usersU _

을 분석하여 결정한다.

00

,0,

_

__

¹¹

$>$

usersn

timestampsntypes

UTS
UTypeU

I

I

userstimestampstypestype UUUS ___ ´´=

만일 timestampS 가 18TS 과 24TS  사이와 24TS 와 6TS  

사이이면 멀티미디어 타입과 같은 큰 사이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6TS 에서 10TS  사이와 14TS 과 18TS  

사이이면 적당한 크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0TS

과 14TS 사이에는 단순 광고나 공지와 같은 작은 크

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타입은 서비스 사

용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세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래 그림 5와 같

다.

그림 5. 서비스타입 정책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for Service type policy

이러한 각 집합의 요소들을 통해 서비스의 사이

즈와 형태, 제공 시간을 유추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생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Ⅳ.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

서비스 사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sage pattern과 user profiles의 분석이 필

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조합하기 위

한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화 서비스는 서비스의 타

입과 사이즈, 그리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구성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에 의해 구성요소를 추가하

거나 분석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 생성은 이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

성자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합한다.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를 비롯하여 신규 서비스 및 외부 서비

스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웹서비스

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제한적인

공급이 아닌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모두 공급

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은 그

림 6과 같다.

먼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 사용자의 개

인화 서비스를 요청 받는다.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

자의 이용 패턴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비스 적

용자는 개인화 서비스의 구성 요소인 서비스 타입

과 사이즈, 서비스 제공시간을 추출한다. 서비스 생

성자는 서비스 적용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를 조합한다. 서비스의 조합과정은 웹서비스를 기

반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웹서비스 구현과정과 유

사하다. 서비스 생성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

등록된 서비스들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구현한

다.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WSDL을 바탕으

로 공급할 서비스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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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인화서비스 통합 흐름

Fig 6. The flow of integration of services

Ⅴ. 결 론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환경

을 구축하기위해서는 통신 사업자간의 기존 서비

스 이외에서 신규 및 외부 서비스들과 개인에 특화

된 서비스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제

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방형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SDP(Service Delivery

Platform) 벤더들에 의해 기존에 존재하고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DP와 같은 개방형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

스 통합 기술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개인화 서

비스를 제공을 위해 서비스 벤더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규 및 개인화 서비스제공을 위핸 패턴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 사

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보

다 사용자들은 보다 사용자에 적합하고 세밀화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제시된 기법을

통한 구현 모델을 제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

링과 보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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