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응용] H.325(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007년 3월에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ITU-T SG16 WP2회의에서는 12개국의 멀티미디어 전

문가들이 참석하여 VoIP, IPTV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

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H.325(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Question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H.325 요구사항 문서의 Editor 선정 및 H.325 관련 주요 

표준화 항목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H.325 관련 표준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H.325 관련 표준화 추진현황 

멀티미디어 분야의 리드 SG(Study Group)인 SG16은 기존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고도화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 출현하는 핵심 기술을 토대로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의 단말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및 응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그 기술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제 1세대 멀티미

디어 시스템(~1992)은 H.320(Narrow-band visual telephone systems and terminal 

equipment), H.321(Adaptation of H.320 visual telephone terminals to B-ISDN 

environments), H.322(Visual telephone systems and terminal equipment for local area 

networks which provide a guaranteed QoS) 등에 의해 명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 2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1992~2005)은 H.323(Packet-based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H.324(Terminal for low bit-rate multimedia communication), 

H.310(Broadband audiovisual communication systems and terminals),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등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제 3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2006~)은 H.325(Advanced Multimedia System for 

Next Generation and Other Packet-Switched Networks)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될 예정

인데, 이 시스템은 NGN 및 다른 패킷망 환경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서 향상된 기

능을 갖추게 되어 기존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H.325는 지난 10여 년간 연구되

어 온 제 2세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ITU-T SG16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멀티미

디어 시스템으로서, 기존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NGN의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325는 복잡한 capability exchange 절차, 빈

약한 에러처리 및 고장허용 능력, UNI와 NNI의 불명확한 분리, 프로토콜 규격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NGN 환경에서의 동작을 고려

하고 있으나 기존 패킷교환망(예를 들면, LAN, 인터넷)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

다. 

 



H.325 요구사항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다양한 기고서들이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기

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를 정리하면, 새로운 컨텐트 비즈니즈 모델 및 요구사항, 

NGN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단말에서의 영상 코덱 요구사항, H.325 시스템에서의 저지연

(Low Delay) 요구사항, 가변 음성 코덱 응용, e-Learning 및 u-Learning을 위한 단일 소스 

멀티 채널 및 요구사항, e-Learning 및 u-Learning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및 과금 서비스 

요구사항, NGN 단말을 위한 QoS 정보 전달 방식,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H.325 요구사항, 

종단간 QoS를 제공하기 위한 코덱 협상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에 개최된 WP2 회의에서는 H.325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Question(Advanced 

Multimedia System for Next Generation and Other Packet-Switched Networks)을 신설하기

로 하였으며, 이 Question에서 다룰 주요 연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No. H.325 관련 주요 연구 항목 

1 다운로드가 가능한 코덱 

2 시스템의 세분화 

3 서비스 발견 기능 

4 트랜스코딩 기능 지원 

5 동적인 디바이스 발견 기능 

6 응용의 플러그인 기능 

7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고려 

8 서비스품질, 보안, 이동성 기능의 통합 

 

향후 표준화 추진일정 

상기한 H.325 관련 주요 연구항목을 토대로 H.325 요구사항을 2008년 1/4 분기까지 완성

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는 2009년 1/4 분기까지 완성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시스템 규격 개

발 일정은 표준화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H.325 요구사항 문서의 Editor는 

Cisco Systems의 Paul Jones가 맡기로 하였다. 차기 ITU-T SG16 정기회의는 2007년 6월 

26일에서 7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H.325 요구사

항에 대한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

인 기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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