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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이메일, 웹, 인스턴트 메시징은 인터넷의 킬

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폭발적인 발

전을 거듭했다. 또한 컨퍼런스 서비스는 새로운 인터

넷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

금까지 프리젠스 서비스를 포함한 메신저 서비스는 

컨퍼런스 서비스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

지만 이를 통합한 프리젠스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는 

향후 인터넷의 새로운 응용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현

재 프리젠스 서비스는 다음의 두번째 단계에 있으며 

제3단계 서비스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 1 단계 

기존의 메신저에서 친구 찾기, 친구 상태 등을 통

해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및 채팅 서비스를 제

공하는 모델이다.  

� 2 단계 

기존의 텍스트 기반 메신저에서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친구가 접속이 가능한 곳

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통신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

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화상전화, 인터넷전화와의 통신이 지원되어야 한다. 

� 3 단계 

 단순히 통신의 개념을 넘어서 실시간 동영상 접

속을 통해서 협동 작업을 지원한다. 즉, 투자은행에 

고객이 ON 상태라면 회사의 관련 직원들을 즉시 어

디에 있든지 호출하고, 동영상 단말을 통해서 회의

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개

념에서 사람의 관계까지를 지원해야 하고, 참여자 

접속을 위한 지능적인 호 라우팅이 요구된다. 특히, 

회의참여자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의 보안과 공지에 

프리젠스 기능을 제공하는 SIP 기반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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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며 프리젠스 서비스의 활용이 부각되며서, 기존까지 컨퍼런스 서비스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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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의 새로운 응용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IETF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는 프리젠스 서비스와 중앙 집중형 컨퍼런스 서비스에 대한 모델을 각각 살펴 보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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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컨퍼런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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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준화가 요구된다. 

본 문서에서 프리젠스 서비스의 3단계를 “프리젠

스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라 명한다.  

본 문서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프리젠스 

서비스 모델의 기본 요소와 IETF 중심의 중앙 집중

형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본 요소를 살펴

보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합한 프리젠스 기반 컨

퍼런스 모델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II. 프리젠스 모델  

프리젠스란 통신수단, 통신의지, 통신능력, 통신

특성에 대한 정보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

다. 통신수단은 인스턴트 메시징, VoIP, PDA, 휴대

폰, 이메일, 게임 등이 포함되고, 통신의지는 회의 

중, 잠시 자리 비움, 통신가능(available) 등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통신능력 및 특성은 음성사서함 

기능, 음성 또는 비디오 통신 기능, 휴대폰 기능 등

을 의미한다.  

(그림 1)은 프리젠스 서비스 모델을 구조화한 것

이다[1]. 프리젠스 서비스, 프리젠티티(presentity), 

워처(watcher)로 구성되며, 이때 프리젠스 서비스

는 프리젠티티와 워처 사이에 프리젠스 정보를 관

리, 분배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역할을 한다.  

프리젠티티는 프리젠스 정보를 등록, 분배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프리젠스 정

보를 요청(subscribe)하는 워처는 페처(fetcther)와 

서브스크라이버(subscriber)로 나뉜다. 페처는 단

순히 특정 프리젠티티의 현재 정보 값을 서버에 요

청하며 정보를 계속 감시하는 폴러를 포함한다. 서

브스크라이버는 변화된 정보를 서버가 통지해 줄 것

을 요청하는 모듈이다.  

(그림 2)는 워처와 프리젠티티 사이에서 교환하

는 정보를 도식화한 것이다. 프리젠스 정보는 여러 

개의 프리젠스 튜플(tuple)로 구성된다. 프리젠스 튜

플은 상태(status), 통신주소(communication ad-

dress), 마크업(markup) 정보로 구성된다.  

상태 정보는 프리젠스 상태를 의미하고 통신주소 

는 통신 수단과 연락처를 포함한다. 마크업은 프리

젠스의 추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시

징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상태는 “open 또는 close”, 통신 수단은 “인스턴

트 메시징”, 연락처는 “인스턴트 수신함(inbox) 주

소” 값을 갖는다. 

IMPP 워킹그룹의 표준안에 따른 모델은 프리젠

스 서비스를 하는 프리젠스 서버와 정보를 요청하는 

워처, 정보를 제공하는 PUA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간의 프리젠스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

토콜로 SIP의 확장 메소드를 사용한다. 먼저 REG-

ISTER 메소드는 PUA의 프리젠스 정보를 관리하는 

프리젠스 서버에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메시지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200 OK의 응답을 받는다.  

워처는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하는 메소드인 

SUBSCRIBE 메시지를 생성하여 PUA가 등록되어

있는 프리젠스 서버에게 요청하게 되고 다시 프리젠

스 서버는 PUA에게 요청 정보에 대해 요청을 한다

[2],[3]. PUA는 요청에 대한 허락으로 202 Ac-

cepted 응답을 송신하고 프리젠스 서버가 이를 워

처에게 전달한다.  

 
프리젠스 서비스 

프리젠티티 페처 

폴러 

Notify Subscirbe 

서브스크 
라이버 

워처 
Notify 

(그림 1) 프리젠스 서비스 모델 

Subscirbe 

 
프리젠스 정보 

프리젠스 튜플(Tuple) 

상태(Status) 

통신주소(Communication Address) 

통신수단(Contact Means) 

연락처(Contact Address) 

Other 

프리젠스 튜플 

ㆍㆍㆍ 

(그림 2) 프리젠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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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용자가 등록된 또 다른 사용자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정보 요청자가 워처

가 되고,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사용자가 프리젠티

티가 된다. 서버는 프리젠티티가 “on” 상태가 되거

나, 상태가 변경되면 NOTIFY를 이용하여 알리게 

된다.  

이 과정은 PUA가 요청정보로부터 워처의 정보

를 안 후 자신의 프리젠스 정보를 NOTIFY 메소드

의 메시지 바디에 붙여 직접 워처에게 송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워처는 프리젠스 정보를 통지 받

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200 OK를 보내게 된다.  

차후에 PUA가 프리젠스 정보 변경 시 다시 

REGISTER 메소드를 통해 등록하게 되고 앞서 요

청된 정보의 만기시간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프리젠

스 정보를 워처에게 통지하게 된다. (그림 3)은 이에 

기초한 프리젠스 서비스의 SIP 메시지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관리되는 프리젠스 데이터는 PIDF(Pres-

ence Information Data Format) 형식으로 저장된

다. PIDF는 모든 프리젠스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을 위해 정의된 공통적인 프리젠스 데이터 포맷으로

서, 프리젠스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원 표준은 기본 프리젠스 형식을 정의하고 있고, 

“RFC 2779, 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Requirements”[4]에서 요구된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원 표준은 “RFC 2778, A Model 

for Presence and Instant Messaging”[1]에서 정

의한 최소한의 프리젠스 상태 값을 정의한다. 다음

은 PIDF에 대한 기본 정보 내용이다.  

1) application/pidf+xml Content Type 

프리젠스 정보를 포함하는 XML MIME 엔티티

를 위한 content type 이다.  

2) 프리젠스 정보 내용 

� 프리젠티티 URL 

� 프리젠티티의 “pres” URL을 명시한다. 

� 프리젠티티 튜플 목록 

- 식별자: 프리젠스 정보 내에 이 튜플을 식별

하기 위한 토큰 

- 상태: OPEN/CLOSED 및/또는 확장 값들 

- 통신 주소: 통신 수단 및 접촉 주소를 가리킨

다(선택사항). 

- 상대적인 우선순위: 통신 주소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숫자(선택사항) 

- 타임스탬프: 튜플이 변경된 시각(선택사항) 

- 주석: 튜플에 대한 텍스트 메모(선택사항) 

- 프리젠티티 주석: 프리젠티티에 대한 텍스트 

메모(선택사항) 

III.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 

본 연구에서의 컨퍼런싱 서비스 모델은 중앙집중

형이다. 중앙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의 호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미디어 교환을 관리한

다. 컨퍼런싱 서비스를 위해서 기본적인 컨퍼런싱 

기능, 컨퍼런스 구성요소, 그리고 각 구성요소에 대

한 실현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는 IETF에서 정의한 SIP[5] 기반의 중

앙집중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을 표현한 것이다[6]. 

컨퍼런스 서버는 포커스, 컨퍼런스 정책, 미디어 서

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커스는 SIP user agent로

서 중앙에서 컨퍼런스를 제어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컨퍼런스 참여자들과의 SIP 시그널링

 
Watcher Presence PUA 

SUBSCRIBE 

202 Accepted 

200 OK 

200 OK 

200 OK 

202 Accepted 
SUBSCRIBE 
200 OK 
REGISTER 

NOTIFY 

REGISTER 

NOTIFY 

(그림 3) SIP를 확장한 프리젠스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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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리하고, 컨퍼런스의 생성, 사용자 초대, 사용자 

참여, 참여자 축출, 참여자 탈퇴, 컨퍼런스 종료 등

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컨퍼런스 모델의 핵심 부분

이다. 포커스는 또한 각 참여자들이 멀티미디어 정

보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컨퍼런스 참여자는 SIP을 이용하여 포커스와 

다이얼로그를 설정하고, 컨퍼런스 정책 제어 프로

토콜(Conference Policy Control Protocol: CPCP)

을 이용하여 컨퍼런스 정책을 갱신하거나 얻을 수 있

다[7].  

컨퍼런스 정책은 컨퍼런스의 생성, 사용자의 가

입, 참여자 축출과 같은 정보를 관리하는 회원

(membership) 정책, 사용할 오디오, 비디오 등의 

미디어를 선택하고, 조합하고, 변경하는 미디어 정

책, 그리고 선택 항목으로 의장 기능과 발언권에 관

한 플로어(floor) 정책으로 구성된다.  

컨퍼런스 통지 서비스(conference notification 

service)는 컨퍼런스 참여자에게 컨퍼런스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알려주는 기능으로 새로운 참여자 정

보, 미디어 정보 등이 포함된다[8].  

실질적인 다자간 멀티미디어 컨퍼런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음성 및 동영상을 수집하여 이를 배포하

는 기능이 요구되며 믹서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믹서는 참여자들과 각 미디어에 대한 RTP 세션

을 유지한다. 컨퍼런스 서버는 믹서를 항상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참여자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받게 

하는 책임이 있다. 믹서는 실제로 컨퍼런스 서버 구

현 시에 중앙 컨퍼런스 서버에 포함될 수도 있고, 각 

참여자 장치에 포함될 수도 있고, 미디어 서버로서 

독립될 수도 있고, 대규모 컨퍼런스에서처럼 하나의 

믹서가 모든 참여자의 미디어 믹싱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트리 구조처럼 하부 믹서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IETF에서는 다음과 같

은 기능 요소들에 대하여 현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7].  

� 멤버십 제어 

멥버십 정보는 XCAP을 이용해서 저장되고 조작

된다. 컨퍼런스 참여자는 컨퍼런스 정책 제어 프로

토콜(CPCP)을 이용하여 컨퍼런스 서버를 통해서 

컨퍼런스 생성, 삭제, 열람이 가능하다. 

� 미디어 제어  

미디어 정책은 클라이언트가 컨퍼런스 개시자 또

는 컨퍼런스 서버에 의한 제약사항 내에서 컨퍼런스

의 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거나, 조합하거나, 수정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미디어 제어 정보는 XML

을 이용하여 저장되고 조작된다. XCAP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며, 템플릿 또는 그래프에 기

반한 XML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 플로어 제어  

컨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참

여자들간에 공유자원(예, 특정 미디어 스트림상에 

미디어를 전송할 관리)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플로

어 제어는 이들 자원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수락, 거부, 회수를 의미하며, 플로

어 제어 프로토콜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IV. 프리젠스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을 위한 기본 요구 기술  

본 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프리젠스 서비

스와 컨퍼런스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 XML을 기반으로 한 

XCAP 활용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9],[10].  

 
컨퍼런스 서버 

컨퍼런스 
통지 서버 

컨퍼런스 
정책 서버 포커스 

참여자 1 참여자 n 

SIP 다이얼로그 
RTP 세션 

(그림 4)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 구조도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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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ML/XCAP 

VoIP, 인스턴트 메시징, 프리젠스와 같은 대부분

의 응용 환경에서 네트워크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

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별 사용자 정보(per-

user information)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사용자 정보는 네트워크 내에 있

지만 종단 유저 스스로가 관리한다.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웹, 무선휴대폰, 또는 PC 응용을 이용할 

수가 있다.  

개인별 사용자 정보의 한 예가 프리젠스 위임 정

책 및 프리젠스 목록이다. 프리젠스 목록은 워처가 

요구하는 사용자의 프리젠스 목록이다. 그 목록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 목록을 나타

내는 자원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원목록서버(Resource List Server: RLS)는 

자원목록에 대한 SIP SUBSCRIBE 요청을 처리하

기 위하여 이 목록으로의 접근을 요구한다[11].  

자원목록 상의 사용자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워처가 각 사용자에게 개별

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서버가 그 목

록을 저장하고, 클라이언트가 부팅될 때 서버로부터 

그 목록을 패치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다른 클라

이언트로부터 자원목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IETF SIMPLE(SIP for 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Leveraging Extension) WG은 개인별 

사용자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 Configuration Access Proto-

col(XCAP)”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9].  

XCAP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상에 XML 문서로 

저장된 응용 환경설정 데이터를 읽고, 작성하고, 수

정하도록 한다.  

XCAP은 XML 문서의 서브-트리 및 엘리먼트 속

성을 HTTP URI로 대응시키며, 따라서 이들 XML 

구성요소는 HTTP에 의해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즉, 

XCAP 자원은 HTTP 자원이므로 HTTP GET 메

소드를 이용하여 XCAP 자원을 읽고, HTTP PUT 

메소드를 이용하여 자원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HTTP DEL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자원을 제거할 

수가 있다. 특히, HTTP가 자원과 관련한 특성

(properties) 중에서 엔티티 태그도 XCAP 자원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엔티티 태그는 수행할 많은 조

건연산(conditional operations)들을 허용하기 때문

에 XCAP에서 특히 중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XCAP은 프리젠스 서

비스를 위한 프리젠스 정보 조작을 위해 필요하다. 

컨퍼런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멤버

십 관리, 미디어 정책 관리, 플로어 정책 관리를 위

한 자원정보가 사용자와 컨퍼런스 서버에 의해 읽

고, 작성하고,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XCAP을 이용할 수 있다.  

IETF Centralized Conferencing(XCON) WG은 

XCAP 기반 컨퍼런스 정책 및 미디어 정책에 대한 

표준을 제정중이며[12] 본 연구에서 XCAP은 프리

젠스 서비스 및 컨퍼런스 서비스를 위한 공통 사항

으로 고려된다.  

2. 자원목록 

특히 프리젠스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 모델에서 

컨퍼런스는 다수의 참여자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이

다. 컨퍼런스 참여자는 각 그룹에 속한 참여자의 프

리젠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SUB-

SCRIBE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지만, 한 번에 컨퍼런

스의 참여자들에게 SUBSCRIBE 메시지를 전송하

고, 그 목록에 있는 참여자의 상태가 변경될 때 

NOTIFICATION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좋은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역폭이 제한되는 환경이나, 

무선환경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프리젠스에 대한 표준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기 방법은 컨퍼런스에만 적용되

는 것은 아니며 일반화된 모델로서 접근한 후에 이

를 컨퍼런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는 “참여자” 대신에 “자원”이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

하고 있다.  

현재 프리젠스 서비스를 위한 표준인 RFC 3265, 

“SIP-Specific Event Notification”은 단지 하나의 

자원(참여자)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 요청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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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프리젠스 정보가 요구되는 자원목록(참여자

들)에 대해 가입과 통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자원목

록은 URI에 의해 식별되며, 0 또는 그 이상의 URI

를 나타내고, 각 URI는 가입자(subscriber) 정보를 

받기 원하는 개별 자원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에 URI는 SIP URI를 사용하며 

pres URI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목록을 위한 통고자

(notifier)를 여기서는 “자원목록서버(RLS)”라 부르

며 이후에는 RLS로 대신한다. 전체 목록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RLS는 마치 그 목록의 각 자원에 

대해 가입(subscription)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자원목록은 가입자의 도메인 내로 한정되지는 않

고, 또한 그 목록에 있는 자원은 RLS가 있는 도메인

으로 제약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자원목록의 자원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 자원목록의 생성 

� 자원목록은 SIP URI 또는 pres URI로 나타낸

다. 그 목록은 URI 집합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가입자가 정보를 받기 원하는 자원을 나타낸다. 

자원목록은 어느 도메인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목록은 웹페이지, IVR, 또는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조작될 수 있다. 

� 그 목록상에 엘리먼트의 집합의 자원상태를 알

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 리스트의 URI에 하나의 

SUBSCRIBE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것은 RLS

에게 전달될 것이다. RLS는 통고자처럼 행동하

며 가입자를 인증하고 가입신청을 수락한다. 

� RLS는 그 목록에서 명시한 일부 또는 모든 자원

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갖

지 않았다면 그 목록자원에 의해 명시된 다른 

지역의 자원에 가입할 수 있다.  

� 목록 안에 있는 자원의 상태가 변경됨에 따라, 

RLS는 그 목록의 가입자에게 통지 메시지를 생

성한다. RLS는 자원 변경의 통지를 모아서 배

치 형태로 가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 목록의 통지는 multipart/related 바디 타입을 

포함한다. Multipart/related 콘텐트의 루트 섹

션은 그 목록에 나타난 각 자원에 관한 메타 정

보를 포함한 XML 문서이며, 나머지 섹션은 각 

자원에 대한 상태 정보를 포함한다. 
 
하나의 목록 가입신청은 그 자원목록 안에 있는 

모든 자원에 단지 하나의 이벤트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다. 즉, RLS는 동일 목록에 대한 다중 가입신

청에 대해 다른 이벤트 패키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3. 프리젠스 정보를 기반으로 한 XCAP 사용 예 

다음은 프리젠스 resource list에 대한 특성을 

기술한 fr.xml 문서를 바탕으로 한 XCAP의 사용 

예이다. 

(1) Bill은 새로운 응용 문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

는 새로운 자원목록으로 처음에는 “friends”라 

불리는 한 목록을 갖는다.  
 
PUT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bill/fr.xml HTTP/1.1 

Content-Type:application/resource-lists+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source-lists xmlns= 

“urn:ietf:params:xml:ns:resource-lists”> 

      <list name=“friends”> 

      </list> 

</resource -lists> 

(2) Bill은 이 목록은 참조한 하나의 RLS 서비스 

를 정의한 RLS 서비스 문서를 생성한다. 이 

서비스의 URI는 “sip:myfriends@example. 

com” 이다. 
 
PUT 

http://xcap.example.com/services/rls-

services/users/bill/index HTTP/1.1 

Content-Type:application/rls-services+xml 

<?xml version= “1.0” encoding=“UTF-8”?> 

   <rls-services xmlns= 

“urn:ietf:params:xml:ns:rl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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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s:xsi=“http://www.w3.org/2001/ 

XMLSchema-instance ”> 

<service uri=“sip:myfriends@example.com”> 

     <resource -list> 

http://xcap.example.com/services/ 

resource -lists/users/bill/fr.xml/~~/resource -

lists/list%5b@name=%22friends%22%5d 

     </resource -list> 

       <packages> 

        <package>presence</package> 

       </packages> 

     </service> 

  </rls-services> 

(3) Bill은 자원목록 문서 안에 엘리먼트를 생성한

다. 특히, 그 목록에 엔트리를 추가한다. 
 
PUT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 

bill/fr.xml/~~/resource -lists/list%5b@ 

name=%22friends%22%5d/entry HTTP/1.1 

Content-Type:application/xcap -el+xml 

<entry uri=“sip:bob@example.com”> 

      <display -name>Bob Jones</display -name> 

</entry> 

(4) Bill은 그 문서를 패치한다. 
 
GET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bill/fr.xml HTTP/1.1 

(5)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HTTP/1.1 200 OK 

Etag: “wwhha” 

Content-Type: application/resource -lists+xml 

<?xml version= “1.0” encoding=“UTF-8”?> 

    <resource -lists xmlns= 

“urn:ietf:params:xml:ns:resource-lists”   

xmlns:xsi=“http://www.w3.org/2001/ 

XMLSchema-instance ”> 

       <list name=“friends”> 

       <entry uri=“sip:bob@example.com”> 

      <display-name>Bob Jones</display-name> 

    </entry> 

  </list> 

</resource -lists> 

(6) Bill은 그 목록에 3명의 엔트리를 갖는 다른 엔

트리를 추가한다. 그 결과 다른 엘리먼트를 생

성한다.  

PUT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 

bill/fr.xml/~~/resource-lists/list%5b@name= 

%22friends%22%5d/list%5b@name=%22 

close-friends%22%5d HTTP/1.1 

Content-Type: application/xml-fragment-body 

<list name= “close-friends”> 

  <entry uri=“sip:joe@example.com”> 

    <display-name>Joe Smith</display-name> 

</entry> 

  <entry uri=“sip:nancy@example.com”> 

     <display-name>Nancy Gross</display-name> 

  </entry> 

  <entry uri=“sip:petri@example.com”> 

     <display-name>Petri Aukia</display-name> 

  </entry> 

</list> 

(7) Bill은 그 목록에서 petri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 엔트리를 제거한다. 

DELETE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 

bill/fr.xml/~~/resource-lists/list/list/entry%5b@ 

uri=%22sip:petri@example.com%22%5d 

HTTP/1.1 

(8) Bill은 Nancy에 대한 URI를 검사하기로 결정

하고, 특정 속성을 패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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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http://xcap.example.com/services/resource -

lists/users/ 

bill/fr.xml/~~/resource -lists/list/list/entry% 

5b2%5d/ 

@uri HTTP/1.1 

(9) 서버는 패치에 대한 응답을 한다.  

HTTP/1.1 200 OK 

Etag: “ad88” 

Content-Type:application/xcap -att+xml 

  “sip:nancy@example.com” 

4. 컨퍼런스 정보를 기반으로 한 XCAP 사용 예 

다음은 컨퍼런스 정책에 대한 특성을 기술한 

conference.xml 문서를 바탕으로 한 XCAP의 사용 

예이다.  

(1) Eunah는 sip:conf1@etri.re.kr을 URL로 하는 

새로운 컨퍼런스를 생성한다. 컨퍼런스 정책에 

대한 정보는 conference.xsd에 정의되어 있다.  

PUT  

http://conf.etri.re.kr/conferences/Conference.xml? 

Conference HTTP/1.1  

Content-type:application/conferernce-control+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Conference> 

<Conf-Mng>  

   <Conf-URI> sip:conf1@etri.re.kr </Conf-URI> 

</Conf-Mng> 

<Member-Mng> 

<user uri=“sip:eunah@etri.re.kr”>  

     <Display-name> Eunah Kim </Display-name> 

</Member-Mng> 

</Conf-Mng> 

(2) Eunah는 sip:conf1@etri.re.kr에 참여자 리

스트를 추가한다. 

POST  

http://conf.etri.re.kr/conferences/Conference.xml? 

Conference/Conf-Mng[@Conf-URI= 

sip:conf1@etri.re.kr]/ACL HTTP/1.1  

Content-Type: application/conference -control+ 

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Conference> <Member-Mng> 

<user uri=“sip:joe@example.com”> 

        <display -name>Joe</display-name></user> 

    <user uri=“sip:nancy@example.com”> 

    <display-name>Nancy</display-name></user> 

</Member-Mng> </Conference> 

V. 프리젠스 기반 컨퍼런스 모델 

프리젠스 기반 서비스 모델은 제 II장 및 제 III장

에서 기술한 프리젠스 서비스 모델 및 컨퍼런싱 서

비스 모델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5)는 본 고에서 제안하는 프리젠스와 컨퍼

런스 모델을 결합한 통합 모델의 구축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된 통합 모델은 IV장에서 살펴본 기

술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프리젠스를 위한 자원목록이 컨퍼런스 설정 시에 

제공되며, 컨퍼런스 참여자들에 대한 프리젠스 정보 

제공을 위한 자원목록서버(RLS)가 지원된다.  

컨퍼런스 서비스를 위한 XCAP 기반 컨퍼런스 

정책 조작 모듈을 제공하며, 컨퍼런스 관리를 위한 

포커스 모듈이 포함된다. 

프리젠스가 지원되는 컨퍼런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컨퍼런스 시그널링을 통제하는 서버인 포커

스가 프리젠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하나의 PUA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시된 모델은 컨퍼런스 정책 정

보와 프리젠스 정보가 모두 XCAP[9] 기반으로 구

현되는 모델이므로 컨퍼런스 서버에 프리젠스 서비

스에 대한 이벤트 패키지[2]를 인식하도록 확장함

으로써 간단하게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컨퍼런스 참여자는 포커스의 프리젠스 정보를 획득

함으로써 해당 포커스로의 서비스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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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던 프리젠스 서

비스와 컨퍼런스 서비스를 통합한 프리젠스 기반 컨

퍼런스 서비스는 기존의 인스턴스 서비스를 확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멀티미디어 통신 

방법을 제공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응용으로 각광 받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프리젠스 서비스 

모델의 기본 구조 및 그 특성과 정보를 살펴보고, 컨

퍼런스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구조 및 정보를 살펴봄

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리젠스 기능을 탑재한 

프리젠스 기반의 컨퍼런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을 고찰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프리젠스 기

능을 탑재한 컨퍼런스 서비스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

여, 향후 이 서비스의 구현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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