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 IP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향한 OMA PoC 의 진화 현황 

의 생산을 

 서비스에 

대해 급증하는 사용자 요구, 기존의 음성 서비스 외의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자 하는 

사업자의 전략, 그리고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동통신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이동통신 서비스와 IP 의 융합은 미래 이동통신 기술 

킷(packet) 

e-to-one) 또는 

를 바라는 

사용자와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사업자, 양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로 다가왔다. 

2002 년 6 월 이후로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는 PoC 서비스 시장의 실제적 성장을 

위하여 이종 PoC 단말과 네트웍 간의 호환성을 지원하는 PoC 인에블러(enabler) 초기 

 2005 년 5 월 호환성 테스트를 거쳤다. 2005 년 

월 프랑크푸르트 OMA 미팅에서부터는 잠재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차기 PoC 인에이블러(v2.0)에 포함될 기능에 대한  

 

OMA PoC 인에이블러 주요 기능 및 구성 

O A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식: 양쪽 방향으로 전송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전송할 

•

•

- 수동응답(manual answer) 모드 

- 자동응답(auto answer) 모드 

는 자신의 그룹에게 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초청된 상대방에게 “콜백”을 요청하는 기능 

• 그룹 알림: 다른 이용자들에게 현재 존재하는 다른 PoC 그룹에 대해 알리는 기능  

 

OMA 에서 규정한 PoC 인에이블러 기능 구성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기술들의 재 조합 또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시장 수요와 멀티미디어

개발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동통신과 IP 기술 융합의 중심에 선 PoC(Push-to-talk over Cellular)는 패

데이터를 사용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음성 서비스로서 일대일(on

일대다(one-to-many) 통신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대다의 그룹 통화

기술 규정(PoC v1.0)을 제정하기 시작해

1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요구사항(requirement)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M  PoC 인에이블러 버전 1 의 주요

 반이중(half-duplex) 통신 방

수는 없는 통신방식 

 PoC 서버: 세션 콜 관리 주도 

 PoC 단말 수신 모드 

• 긴급개인경보(Instant Personal Alert): 호출하는 이용자



 

<그림 1> PoC 기능 구성도 

esence 와 Availability 정보가 반영된 세션 설정을 

 구성된다. 

oC 서버가 

션을 설정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2005 년 6 월 이후 OMA 는 음성 패킷 통화 위주의 OMA PoC 초기 인에이블러에 호환성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OMA PoC 인에이블러 기능 개선 작업을 

진

 

O A 과 같다. 

• 어 세션 지원  

• 이종 세션 간의 소프트 핸드오버 지원  

• 다중 PoC 그룹 세션 지원(session with multiple PoC groups) 

• PoC 세션 설정 기능 향상: 이종 다 세션 설정 지원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이종 세션간의 소프트 핸드오버 기능이 지원되는 

차세대 OMA PoC 인에이블러는 기존 VoIP 기술의 단순 구현을 넘어 MoIP(Multimedia over 

IP)를 시현하는 모바일 서비스 인에이블러로 볼 수 있다.  

 

OMA PoC 인에이블러는 사용자의 Pr

지원하기 위하여 OMA Presence 인에이블러와 호환(inter-working)성을 갖도록

PoC 단말은 세션 그룹정보를 XML 문서관리 서버에 지정하며 지정된 정보는 P

PoC 그룹 세

행하고 있다. 

M  PoC 인에이블러 버전 2 에 강화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

 멀티미디

• 세션 설정 스케줄링 지원 

• 멀티캐스팅 

• PoC Box: 저장 및 포워딩(forwardin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3 세대 이동통신(WCDMA, CDMA2000

등 차세대 이동통신에서는 IP 전송기능 지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서비스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표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따라서 MoIP

이동통신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며 차

), WiBro 

멀티미디어 

는 차세대 

세대 PoC 인에이블러는 

대표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Killer App 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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