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 IMS/Non-IMS통합 Customized 멀티미디어 링 서비스 표준화 시작 

 

음성통화서비스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통신고객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를 높여준 것이 링백(e.g. 컬러링, 링투유, 링고) 서비스였다. BcN시범사

업을 통해 진행되어온 통화기반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있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서 멀티미디어 링백톤 및 멀티미디어 CID서비스를 각 사업자들이 준비해오고 있었

으며, 올해에는 사업자간 상호연동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NGN-GSI 4월 회의에서는 관련하여 Y.2211(IMS based real-time conversational 

multimedia services)이 승인되었고, Y.CMR(Customized Multimedia Ring Service for 

Converged Network)은 신규제안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권고안에 정의된 멀티미디어 링백/링잉 서비스를 비교, 검토하고 국내

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Y.2211 문서 내에 정의된 Customized 링백톤/링잉톤 서비스 

Y.2211(이전에 Y.NGN-RTCONV “IMS based real-time conversational multimedia services 

over NGN”)는 IMS기반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화서비스 요구사항, 기능, 서비스 구조 및 구

현 시나리오를 다루는 요구사항 범위의 문서로서, 중국에서 Editorship을 가지고 추진해 왔

고 (China Telecom, Huawei) 4월 회의에서 권고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Authorization 

code 등 30개의 서비스 기능(feature)과 Originating Identification Presentation 등 17개의 

PSTN/ISDN Simulation 서비스들, 그리고 UPT, Customized Ring Back Tone, Customized 

Ringing Tone 등 3개의 서비스가 표준권고 Y.2211에 최종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서비스 

기능(service feature)’이라 함은 제공가능한 최소 단위의 서비스 기능을, 서비스라 함은 단

위 서비스 기능들을 조합하여 상용으로 제공가능한 것을 일컫는다. 다음은 문서 내에 정의

된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이다. 

 

 Customized Ringing(CRG) 서비스 기능 : 이 서비스 기능은 이용자로 하여금 착신

자, 지정일별로 다른 링잉을 위해 송출 미디어서버에 의해 송출되는 미디어를 지

정하도록 한다. 이용자 단말이 통신을 수신했을때, 링잉이 네트워크로부터 온 것인

지, 아니면 단말로부터 송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네트워크로부터의 링

잉이라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미디어서버로의 연결을 시작하고 미디어스트림을 

수신 한다. customized ringing은 음악, 이미지 또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일 수 있다. 

 Customized Ring Back Tone(CRBT) 서비스 : 발신자로 하여금 전통적인 링백톤과 

다른 개인화된 링백톤을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customized 링백톤은 음악, 

멀티미디어스트림 혹은 기존 톤과 이미지의 병합 형태일 수 있다. 각 CRBT이용자

는 자신만의 CRBT 저장소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콘텐츠를 주문할 

수 있다. 수많은 CRBT 콘텐츠들을 웹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시도해보고, 주문



할 수 있다. 또한 CRBT이용자가 자신만의 링백톤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다른사람

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CRBT 규칙은 발신자, 착신자, 현재 시각, 착신자의 상태 

및 위치등 정보를 포함해서 설정된다. 착신자의 상태는 꺼짐, 로밍중, 통화중, 서

비스불가 등일 수 있다. CRBT이용자가 착신호를 수신하면 발신자 정보, 착신자 및 

현 네트워크의 상태가 수집된다. 그리고 특정한 CRBT부분이, 수집된 정보의 조합

에 따라 미리 설정한 CRBT저장소에 있는 것과 매치가 되는지 본다. 만약 없다면, 

디폴트 톤이 송출된다. 만약 하나의 착신호가 서로다른 링백으로 설정된 여러 단

말 이용자에게 송출될 경우는 사업자에 따른 서비스 폴리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

정된다. 

 Customized Ringing Tone(CRT) 서비스 : 이용자로 하여금 착신자에게 특정한 발

신자 정보를 할당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발신자가 전화를 걸때, 영

상명함과 같은 미리 설정한 콘텐츠가 착신자가 응답할 때까지, 착신단말에 송출된

다. 착신단말에 송출되는 미디어 타입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이미지이다. 착신단

말에 송출되는 미디어 타입은 단말의 능력에 따라 원 콘텐츠 미디어와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서비스는 발신자의 정보를 착신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반

대로 착신자의 정보를 발신자에게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와는 반대의 

개념을 갖는다. CRT서비스정보 콘텐츠는 서비스 웹을 통해 구성되며, 네트워크 기

반 링잉과 단말에 의한 뮤직벨은 사업자의 서비스 폴리시에 따른다. 

 

non-IMS (PSTN, Call Server,2G) 및 IMS 통합 Customized 멀티미디어 링 서비스 

상기 Y.RTCONV (Y.2211)문서가 IMS기반에서의 멀티미디어 링잉/링백서비스를 규정한 것이

라면, 이번 회의에서 신규 권고안으로써 제안된 Y.CMR문서는 PSTN, Call server, 2G와 같

은 기존망서비스(non-IMS) 와 IMS기반의 링백/링잉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인 서비스기술, 

use cases와 통합적인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골격으로 한다. 다음에서는 제안된 통합 멀티

미디어 링 서비스의 개요 및 기능, 전개모델을 요약하였다. 

 

1) 개요 

 표준명: Y.CMR 

 표준제목: Customized Multimedia Ring Service for Converged Network 

 에디터: Gao Yi (ZTE), Huang Zheng (ZTE), Wu Lin (CT) 

 요약: 전형적인 IMS기반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화서비스들이 Y.RTCONV에서 정의되

었고 CRBT와 CRT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기능이 기술되었다. CRBT 와 CRT서비스

는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이미 널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들을 위한 

use case들과 deployment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통합 네트워크 환경(non-IMS, IMS)에서 customized 멀티미디어 링백/링잉 서비

스 제공구조 (T05-SG13-C-0229: Discussion on study of Customized Multimedia Ring 

service) 

 

2) 기고서에 정의된 서비스 기능 

드래프트 표준문서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고서에 포함된 Customized service 

feature는 다음과 같다. 본 권고안에서는 링백과 링잉에 공통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고, 

이를 Customized Multimedia Ring (CMR)로 지칭한다. 다음은 CRBT서비스 특정한 기능

만을 기술하였다. 

 기본 서비스 기능 

- Default Ring Back Tone 

- Selecting a Default CRBT 

- Selecting a Color Ring for the Caller 

- Function of Calling Number Group 

- Customizing Ring Back Tones by Time 

- Random/Sequential Playback of Color Ring Tones 

- CRBT Presentation 

- CRBT Duplication 

 

 발전된 서비스 기능 

- Ring Back Tone DIY 



- Music Box 

- Music Album 

- Tailored Ring 

 

이중 디폴트 링, 디폴트 링의 선택, 발신자를 위한 컬러링 선택, 컬러링의 임의적/순차적 송

출, Ring Presentation,Ring Duplication 기능들이 Use cases for CRBT 서비스로써 포함되었

다. 

 

3) CRBT/CRT 서비스를 위한 Deployment 모델 

 네트워크 deployment 모델 

- Call server based PES deployment model 

- IMS based PES/PSS deployment model 

- Converged deployment model 

 과금 측면 

 타 망과의 연동 

 

4) 기타 

다음 측면들이 권고안내에 포함되어 기술될 예정이다. 

 서비스프로파일관리 

 CMR관련 이용자 프로파일 관리 

 QoS 고려사항 

 OAM 

 보안 

 

국내 대응방안 

음성통화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던 유·무선 전화기 기능이, 영상 및 웹 기능을 갖는 단말기

로 발전됨에 따라, 기존 PSTN, 2G, 2.5G에서의 킬러앱 서비스들이 역시 발전된 통신단말상

에서 제공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 및 사업자 입장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BcN 사업자간 서비스 상호연동성을 위한 

국내 표준 규격이 BcN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사업자의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규격에도 적극 대응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표준화 및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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