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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에 따르면 8대 신규 서비스로 인터넷 전화(VoIP)와 3대 첨단 인프라
로 광대역 통합망(BcN)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9대 신성장동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
한 VoIP 와 BcN을 연계한 기술 동향을 설명한다. SIP 와 H.323에 의한 VoIP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네트워
크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다. 유선 네트워크,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BcN)는 VoIP 기술로 구축될 것이다. 본 고의 구성으로는 VoIP 기술 특성을 설명하고, VoIP 표
준 동향을 분석한 후에 앞으로 구축될 BcN VoIP 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VoIP 기술은 회선 정합
및 인터넷 정합 기술과 H.323, SIP, MEGACO 등의 프로토콜 기술과 VoIP 품질을 결정하는 코덱 기술이
있다. VoIP 표준은 IETF에서 제정한 SIP 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여 3GPP, 3GPP2, ITU에서
개발하고 있다. BcN VoIP 는 기존의 VoIP 기술을 발전시켜 음성 품질이 오디오 수준으로 향상되고, 유선
과 무선, 방송이 통합되는 제어 기술과 연계하여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I. 서 론

넷 가입자 수가 비등하게 구성되었고, 이들 네트워
크들을 통합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BcN 기술을

IT839 전략은 8대 신규 서비스로 인터넷 전화

개발하고 있다. VoIP 기술은 유선, 무선, 인터넷들

(VoIP)와 3대 첨단 인프라로 광대역통합망(Broad-

과의 연동하는 단계에서 통합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band convergence Network: BcN) 을 2004 년에

수 있는 BcN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선정하였다. 9대 신성장 동력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BcN은 유선, 무선, 방송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

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인터넷 전화(Voice over

하여 기존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꿀 수

Internet Protocol: VoIP)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

광대역 통합망 및 인터넷 전화는 자체적으로도 중요

적 구조로 변경되어야만이 기존 네트워크 시장이 보

한 기술이지만, 9대 신성장동력 입장에서도 핵심 컴

존되고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또한, VoIP

포넌트 기술로 VoIP와 BcN을 연계한 기술을 요구

는 인터넷에서 SIP/SDP 프로토콜에 의해 구축되며,

하고 있다.

수평적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BcN 인프라에

인터넷 전화는 유선 PSTN 및 무선 이동통신들과

VoIP 기술을 접목하면 IMS(IP Multimedia Sub-

SIP/SDP 호 설정 절차를 이용하여 연동한다[1]-

system)과 같은 신규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할 수

[3].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

있고, 제 3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Open API를 활성

work), 이동통신 PCS(Personal Communications

화시킬 수 있다.

Service), 인터넷 등의 국내 가입자 수는 2,000만 명

본 고에서는 VoIP 기술의 특성을 제 II장에서

이상을 각각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케이블망 가

VoIP 네트워크 구조, 프로토콜 음질을 중심으로 설

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유선, 무선, 인터

명하였고, 제 III장에서는 VoIP 표준 기술 동향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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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VoIP 표준에서는 음성 품질을 좌우하는

신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연동한 구조를 갖는다.

코덱에 대한 표준 기술과 SIP/SDP를 중심으로 표준

전화 서비스를 위한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사

을 개발하는 IETF, ITU, 3GPP, 3GPP3와의 관계

용하는 서비스 연결 및 제어 방식이 H.323, SIP

를 설명하였다. 제 IV장에서는 BcN과 VoIP의 결합

(Session Initiation Protocol), MGCP(Media Gate-

된 기술의 발전방향을 설명하였다. BcN VoIP 기술

way Control Protocol), H.248/MEGACO에 따라

로서 고품질 오디오 코덱, 수평적 제어 기술, 실시간

구성 요소의 명칭이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발전 전망을 하였다.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4].
현재 차세대 통신망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전화서
비스로서 ETSI의 NGN-SG(Starter Group)에서는

II. VoIP 기술의 특성

NGN 구조와 프로토콜, 단-대-단 QoS, 서비스 플랫
폼, NGN을 위한 통신망관리, 통신보안, 합법적인 도

본 장에서는 VoIP 기술의 특성을 VoIP 네트워크
구조, VoIP 프로토콜, VoIP 품질로 구분하여 설명

청방식의 6가지를 가장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선정

한다. VoIP 네트워크 구조는 회선 교환 및 인터넷을

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화서비스의 관점에

정합하는 복합 구조를 갖는다. VoIP 프로토콜은

서 차세대 통신망은 당분간 기존의 전화망과 불가분

H.323 및 SIP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보급

상호 연동하고 점차 패킷기반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VoIP 품질은 초기 제공 당시보다 향상된 음

되며, 기본의 음성교환기를 대체하기 위한 소프트스위

성 코덱이 개발될 전망이다.

치와 게이트웨이의 조합에 의한 진화구조를 갖는다.

1. VoIP 네트워크 구조

2. VoIP 프로토콜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위한 호처리 표준 프로토콜

VoIP의 네트워크 구조는 기존 PSTN 및 이동통

H.323 서비스 도메인

소프트스위치
SIP 서버
SS7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기

신호
게이트웨이

전화망
E1
E1/
V.52

SIP
SIP-T
H. 323

H.323 기반 서비스 서버
H.323
패킷망

H.323
인증, 과금
게이트 키퍼 운용관리 서버

MEGACO/H.248
PSTN 미디어
게이트웨이

H.323-SIP
인증 장치

RTP/RTCP

SIP 서비스 도메인
무선망 미디어
게이트웨이

액세스
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

Home
Network

IP-PBX
사설 게이트웨이
Enterprise
Network

SIP

SIP 기반 서비스 서버
SIP
프록시 서버

AAL5

SIP
리다이렉트
레지스트라

2/3세대
무선망

일반전화기

IP 전화기

고품질
IP 전화기

PC 기반
IP 전화기

2G/3G
이동 전화기

2G/3G
IP 전화기

(그림 1) VoIP와 전화망 연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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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ETF의 SIP와 ITU-T/IETF

을 구분하기 위해 H.225와 H.245 메시지 내의 프로

의 공동 표준규격으로서 대용량 VoIP 서비스를 효

토콜 구분자(protocol identifier) 를 사용한다. H.323

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표

프로토콜은 호설정 절차순으로 H.225.0 RAS 절차,

준인 MEGACO/H.248, 그리고 표준의 선행성, 시

H.225.0 호설정 절차, H.245 절차, RTP 통신절차로

장 확보성 및 기술의 완성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

구성되어 있고, 호 해제 시는 H.245 절차부터

수한 H.323이 있다. 향후 차세대 통신망에서의 전화

H.225.0 RAS 절차까지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서비스 호처리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은 H.323, SIP,

버전 별로 상이한 H.225.0 버전과 H.245 버전을 사

MEGACO/H.248 표준이 혼재하여 경쟁함으로써

용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규격을 사용하는 장비업체와 사업자 입

IETF의 SIP는 SMTP(Simple Mail Transfer

장에서는 이들 규격간의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

Protocol), e-mail, HTTP(Hypertext Transfer

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통신망

Protocol) 그리고 웹에 기반을 두고 모델링되었다.

에서의 전화서비스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그림

SIP는 클라이언트가 request를 보내면 서버가 re-

2)에 정리하였다.

sponse를 보내는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

VoIP는 BcN 제어 계층의 요소 기술로서 IP 이하

콜이다. SIP는 HTTP의 신택스와 시맨틱을 재사용

의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 ATM, MPLS, DWDM

하므로 IP 기반의 웹서비스와 가장 통합이 용이한

등 전송 계층, 액세스 계층의 기술에 독립적으로 수

호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EGACO/H.248은 기존의 H.323, SIP 프로토

H.323 프로토콜은 I T U-T SG(Study Group)

콜과 같은 호처리 프로토콜과 연동하여 다수 사용자

16에서 작업한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및 서비스

들에게 전송되는 미디어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

에 대한 표준규격이며, 1996년 최초 버전이 공개된

이며, 차세대 통신망에서 소프트스위치와 액세스 게

이래 2000년까지 4가지 버전을 공개한 상태이며,

이트웨이, 소프트스위치와 트렁킹 또는 홈 게이트웨

2002년 현재 단말장치의 이동성과 서비스 품질제

이간 상호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통신사업자와 같이

어를 주요 이슈로 반영하고 있는 5번째 버전에 대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서 매우 효과적이다. IETF의 MGCP가 음성정보 제

진행하고 있다. H.323에서는 이러한 5종류의 버전

어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MEGACO/H.248의

User

Speech Audio
G.72x
G.VBR

Video

Control & Management

QoS

H.26x
RSVP

RTP/RTCP

IWF

H.323

H.225.0 RAS
H.255.0
H.245

TCP

SIP
SIP-T

SIP/SAP/
SDP/RTSP

SS7 Applications
MEGACO/
H.248

MTP3/SCCP/TCAP
M2UA/M2PA/M3UA

UDP

SCTP

IP v4/v6/Mobile

Data Link Layer(Ethernet, IEEE 802.x...)

ATM

MPLS

SONET/SDH

SONET/SDH

DWDM

DWDM

Physical Layer(Coaxial/Optical/100Base-T...)

(그림 2) VoIP 프로토콜 스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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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음성 및 멀티미디어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4)를 통해 관리계층을 공통으로한 전달계층, 응

신택스의 기술이 보다 정확한 점, 텍스트와 바이너

용계층, 그리고 서비스 계층간 멀티미디어 QoS에

리 부호화를 모두 지원하는 점, 지속적인 패키지의

대한 표준화를 H.QoS 계열로 진행중이다. ETSI 역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가

시 TIPHON WG 5를 중심으로 QoS 일반사항, QoS

지고 있다.

분류, QoS 제어, QoS 관리, QoS 측정방법, 설계지
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3. VoIP 품질
VoIP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음질

III. VoIP 표준 기술 동향

이 기존의 음성 전화보다 좋지 못한 이유 때문에 외
면당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장에서는 VoIP 코덱 기술 표준 및 VoIP SIP

극복하기 위하여, VoIP 음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기술 표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VoIP 코덱 기술

으로 여러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표준은 협대역 코덱인 G.711, G.723.1, G.729a와

기존의 전화망에서 사용했던 64kbps급의 PCM

광대역 코덱인 AMR-WB(Adaptive Multi-Rate

(G.711) 방식의 코덱은 사람의 발성대역 중 300~

WideBand), TTA 계층형 코덱에 대한 표준 동향을

3,400Hz 범위에서만 음성신호를 부호화하였다. 차

설명한다. VoIP SIP 기술 표준은 IETF의 SIP 관련

세대 통신망에서는 음성 통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

워킹 그룹과 ITU, 3GPP, 3GPP2 표준 단체간의 관

상시키기 위하여 (그림 3)에서와 같이 50~7,000Hz

계 동향을 설명한다.

범위의 음성 신호를 16kbps급 패킷음성으로 부호

1. VoIP 코덱 기술 표준

화하는 것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망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단-대- 단
수준의 서비스 품질보장이며, ITU-T SG12에서는
가장 먼저 QoS 관련 개념 정의 및 프레임워크 관련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G.109 규격에서는 음성전화
서비스의 QoS 등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G.1000에서는 통신 QoS의 정의와 프레임워크,
G.1010에서는 사용자 멀티미디어 QoS 분류를 통
해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를 오류 및 지연의 관점에
서 8가지( 대화형 음성, 음성메시징, 스트리밍 오디
오/비디오/팩스, 대화형 게임, 전자상거래, 다운로
드)로 분류하고 있다.
ITU-T SG16에서는 Mediacom 프로젝트(2001~

0Hz

4kHz

(6.6K~23.85kbps의 9개 모드를 지원) 고품질 광대
역 코덱인 AMR-WB 방식을 2001년에 표준코덱으
로 채택하였고, ITU-T 역시 G.722.2 권고안으로
국제표준 코덱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3GPP2에서도
기존의 협대역 코덱 표준인 SMV(Selective Mode
Vocoder) 코덱 표준에 이어 2004년 현재 3GPP에
대응하는 고품질 광대역 코덱 표준 작업을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 <표 1>에 국제표준 코덱 별 주요 특성
을 비교하였다.
국내표준인 경우에, TTA 산하의 “VoIP 프로젝
기반 응용 분야에서 고품질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사람의 가청 범위
Wideband
speech

진행중인 3GPP에서는 노키아가 제안한 16kbps급

트 그룹”에서는 2003년부터 VoIP와 같은 인터넷

사람의 발성범위

Telephone
speech

패킷기반의 통신망에 대해 가장 먼저 표준화를

위해 차세대 패킷 전화용 광대역 음성 코덱의 표준

Music
(CD quality)
7kHz

화를 진행중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특히 기
20kHz

(그림 3) 대역에 따른 음성 품질 분류

존에 VoIP 서비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
대역 코덱인 G.729 및 G.723.1과 bitstream inter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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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전화 국제표준 코덱 특성 비교
G.711
Freq.
Range(Hz)
Sampling
Rate(kHz)
Bit Rate
(kbps)
Delay(ms)

G.723.1

G.729A

AMR-NB

SMV

AMR-WB
(G.722.2)

300~3,400

300~3,400

300~3,400

300~3,400

300~3,400

300~3,400

50~7,000

8

8

8

8

8

8

16

64

5.3

6.3

8

4.75~12.2

3.95~8.12

6.60~23.85

0.125/0

30/7.5

30/7.5

10/5

20/0(12.2), 20/5

20/10(/3)

20/5/1
ACELP

Excitation

-

ACELP

MP-MLQ

CS-ACELP

CS-ACELP

eX-CELP
(RCELP)

Fractional
Pitch

-

×

×

™

™

™

™

LPC Order

-

10

10

10

10

10

16

LPC
Window(ms)

-

22.5

22.5

30

30

30

30

operability를 제공하면서 bitrate scalability와

2. VoIP SIP 기술 표준

bandwidth scalability를 제공할 수 있는 코덱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코덱의 구조

VoIP 표준은 IETF(Intenet Engineering Task

는 현재 ITU-T Q.9에서 논의하고 있는 EV 와 매우

Force)에서 시작하였다. VoIP의 SIP를 중심으로

유사하고, 지난 2004년 1월 회의에서 France

한 IETF, ITU, 3GPP, 3GPP2 표준 단체의 관계도

Telecom에서 제안하여 Q.10에서 표준화를 추진하

를 (그림 4) 에서 나타내고 있다. 1996년에 IETF

기로 한 코덱의 구조와 동일하다.

MMUSIG에서 SIP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개정

Selection 테스트 결과 삼성과 ETRI에서 공동으

판까지 개발되었다. SIP의 성공적인 표준 개발로 인

로 개발한 코덱이 선정되었다[5]. 이 코덱은 세 가

하여 음성 코덱을 비롯한 미디어 처리는 avt 워킹그

지 모드(상호 운용 모드, 협대역 음질 향상 모드, 광

룹에서 담당한다. vpim, simple, prim, impp 워킹

대역 모드)를 지원한다. 상호 운용 모드는 기존의

그룹에서 2000년경부터 SIP 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G.729나 G.723.1과 같은 협대역 코덱과 bitstream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7].

interoperability를 제공하기 위한 모드이고, 협대역

기존 유선인 PSTN 및 지능망과 연동하기 위하

음질 향상 모드는 우수한 음질의 협대역 음성 신호

여 iptel, sprits, emum, megaco, sigtran 워킹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드이다. 광대역 모드는

에서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VoIP를 추진하면

고품질의 광대역 음성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모드이

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다. 이 코덱은 현재 VoIP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위하여 midcom, nsis, nemo 워킹 그룹에서 표준을

있는 협대역 코덱인 G.729와 G.723.1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개발되었다. 따라서 G.729나 G.723.1 코덱을 이용

SIP를 이용한 VoIP의 활용성과 기술성이 인정

하여 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받게 됨에 따라 ITU, 3GPP, 3GPP2에서도 SIP를

코덱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코덱과 상호 운용성을 유

채택하게 되었고, 각 유무선 표준 단체에서는 SIP를

지하면서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적용하여 각 네트워크 특성에 맞는 표준 규격 개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U-T에서 비슷한

을 하고 있다. 이들 유무선 표준 단체들과 연계하여

구조의 코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요구사항 정립, 기술 자문, 유무선 통합된 신규 응용

TTA 표준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ITU-T 국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워킹 그룹으로 sipping이 2002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6].

년에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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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응용 기술
vpim
미디어 기술

simple

avt

prim

유선표준단체

무선표준단체(유럽)

무선표준단체(북미)

ITU

3GPP

3GPP/2

impp

mmusic
1996년

sip

sipping

2000년

2002년

유무선 통합 원천 프로토콜
연도

iptel
spirits

sigtran

midcom

nsis

nemo

enum
megaco

유무선 통합 제어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구조

(그림 4) VoIP 표준 단체 관계도

IETF, ITU, 3GPP, 3GPP2에서는 기존 음성 서
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을 뜨겁게 추진하

하도록 오디오 코덱 제어 기술을 설계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고 있다. 이들 표준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BcN에 대한 기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IV. BcN VoIP 발전 방향
본 장은 VoIP 기술을 BcN에 적용한 고품질 코덱,
제어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
술한다. BcN VoIP 코덱은 오디오 코덱으로 발전하
고, 제어 기술은 유무선 통신망간 및 사업자간을 연
계하는 제어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BcN에서는 IMS
기술과 연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 BcN VoIP 고품질 코덱 기술

2. BcN VoIP 제어 기술
BcN 구조는 응용 계층, 제어 계층, 전달 계층,
액세스 계층으로 구분한다. 응용 계층은 제 3 응용
사업자들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이
다[8],[9]. 제어 계층은 유선, 무선, 인터넷, 방송 네
트워크들에 대한 제어를 하여 통합하는 계층이다.
전달 계층은 ATM, E1/T1 트렁크, DWDM, 라우터
등과 같이 OSI 레이어 3이하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
이다. 액세스 계층은 ADSL, POTS 라인, 이동통신
의 에어인터페이스, 케이블 가입자 라인 등과 같이
최종 단말을 지원하는 계층이다.
BcN VoIP 제어 기술은 기존의 VoIP 기술에 비

VoIP 고품질 코덱은 PSTN, 이동통신, 인터넷 전

하여 (그림 5)와 같은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여야 한

화의 3.4kHz 이하의 협대역 음질에서 7kHz의 광대

다. BcN VoIP 제어 구조는 서비스 Open API, 루팅

역 음질을 지원하는 코덱으로 발전하고 있다. VoIP

제어, 가입자 제어, 콘텐츠 제어, 전달망 계층 인터

코덱의 광대역 품질을 보다 향상한 형태로 BcN

페이스로 구성한다. 전달망 계층 인터페이스 관리는

VoIP 코덱은 20kHz를 지원하는 오디오 코덱을 지

기존의 VoIP 기능을 포함하여 회선 교환을 위한

원할 예정이다.

CCS No.7 및 인터넷에서 호를 설정하기 위한 SIP

BcN은 유선, 무선, 인터넷, 방송의 다양한 네트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서비스 Open API는 BcN

워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BcN VoIP 고품질 코

제어 계층의 실행을 응용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개방

덱은 기존의 오디오 코덱과는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

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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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인데 반하여, BcN VoIP 제어 기술은 사업자

응용계층
서비스 Open API

제어계층

간 사업 영역 및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면
서, 유무선을 통합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

루팅 제어

가입자 제어

콘텐츠 제어

네트워크 세션 제어

과금 제어

프로세스 제어

QoS/Policy 제어

유선 가입자 제어

트랜잭션 변환 제어

3PCC/Conference

무선 가입자 제어

콘텐츠 통신 제어

그루핑 제어

방송 가입자 제어

트랜스코딩

도록 하여야 한다. 루팅 제어는 3GPP 및 3GPP2에서
의 IMS의 CSCF(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기능에 유무선 세션 제어 기능을 추가하여야 하며,
가입자 제어 및 콘텐츠 제어는 유무선 및 방송 통합
을 위한 제어 기능과 Open API 연계를 위한 신규 기

제어계층

전달망 계층 인터페이스 관리

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준을 개발하
여야 한다.

전달계층

(그림 5) BcN VoIP 제어 계층 구조

루팅 제어는 네트워크 세션 제어, QoS/Policy,

3. BcN VoIP 실시간 멀티미디어 기술

3PCC/Conference, 그루핑 제어 등이 있다. 네트워

BcN VoIP 멀티미디어 기술은 IETF, 3GPP,

크 세션 제어는 유선, 무선, 인터넷, 방송간을 연결

3GPP2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중인 제 3자 호제어

하기 위한 세션을 제어하며, QoS/Policy는 품질 보

모델, 회의 브리지 모델(conference bridge model),

장 및 정책 루팅을 한다. 3PCC/Conference는 청각

ToIP(Text over IP)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를 할 수

장애자를 위한 트랜스코딩 처리 방법 및 회의 처리

있다. 제 3자 호제어 모델(The third Party Call

방법을 제공하며, 그루핑 제어는 전달, 관리, 처리하

Control: 3PCC), 회의 브리지 모델, ToIP 기술은

고자 하는 그루핑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SIP, SDP OFFER/ANSWER, 트랜스코덱 기술을

가입자 제어는 과금 제어, 유선 가입자 제어, 무

(그림 6)과 같이 이용한다.

선 가입자 제어, 방송 가입자 제어 등이 있다. 과금

제 3자 호제어 모델은 청각 장애자를 위하여 개

제어는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필요한 과금 기능을

발된 모델로서 발신측과 수신측의 코덱이 상이한

수행하며, 유선 가입자 제어는 유선 가입자를 위한

것을 수신측에서 발견하고 제 3의 서버에게 트랜스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 가입자 제어는 무선 가입자

코딩을 요청하는 모델이다[10]. 회의 브리지 모델

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며, 방송 가입자 제어는 방송

은 회의를 진행하는 서버에서 회의 참가자들 중 상

가입자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한 코덱을 발견하여 트랜스코딩 해주는 모델이다

콘텐츠 제어는 프로세스 제어, 트랜잭션 변환 제
어, 콘텐츠 통신 제어, 트랜스코딩 등이 있다. 프로

[11]. ToIP는 이동통신의 텍스트 사용자를 위한 프
레임워크이다.

세스 제어는 일정 관리, 워크플로 기능 관리 등을 총

지능형 트랜스코딩 게이트웨이(Intelligent Trans-

괄적으로 처리하며, 트랜잭션 변환 제어는 트랜잭션

coding Gateway: ITG)는 IMS와 연계하여 이기종 네

데이터를 콘텐츠로 변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콘텐츠 통신 제어는 콘텐츠와 미디어간에 변환하는

ToIP

3PCC

Conference B

ITG

기능을 수행한다. 트랜스코딩은 상호 상이한 코덱

Framework

간의 변환을 수행한다.

Requirement

BcN VoIP 제어 기술은 링크 연결 및 신호 매핑

SDP OFFER/ANSWER

기술에서 발전하여 루팅 제어, 가입자 제어, 콘텐츠

SDP

제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VoIP은 링크 연

SIP

결 및 신호 매핑 기술을 이용한 특정 네트워크를 위
72

RTP

Codecs

(그림 6) BcN VoIP 멀티미디어 기술

BcN 인터넷전화(VoIP) 기술 동향

트워크 간에 상호 다른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는 모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N VoIP는 유비쿼

이다.

터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며, 9대
신성장 동력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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