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 Customized 멀티미디어 링백톤 및 링잉톤 서비스에 대한 SDO 동향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및 OMA(The Open Mobile Alliance),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ISPAN(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Converged Services and Protocols for 

Advanced Networks) 등에서 멀티미디어 링백/링잉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통신부가서비스로는 시장의 상당한 점유율을 갖는 링백톤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SDO(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표준개발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이다.  

ITU-T NGN 서비스 표준문서(Y.2211, Y.CMR)에서는 각각 주요 부가 서비스로서, 

커스텀링백톤/링잉톤서비스의 설명 및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tta.or.kr/Home2003/library/weeklyNewsView.jsp?news_id=1874)  

본 보고서에서는, 2007 년 9 월 ITU-T 회의에 제출된 화웨이의 분석 기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서비스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SDO 에서 진행중인 커스텀 멀티미디어 

링백톤 서비스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GPP - CAT(커스텀 얼러팅 톤)  

3GPP CAT 문서 [1]에서는 얼러팅 톤(AT: Alerting Tone)과 커스텀 얼러팅 톤(CAT: 

Customized Alerting To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얼러팅 톤(AT): 호 설정 동안 또는 설정된 호 세션 동안 발신 가입자에게 송출되는 

indication 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  

- 착신자가 얼러팅 되고 있다는 것 

- 통신 요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호전환, 호대기 등) 

- 호 세션 동안 발생하는 모든 얼러팅 이벤트  

 커스텀 얼러팅 톤(CAT): 착신 가입자 혹은 발신 가입자에 의해 커스텀화 된 얼러팅 

톤을 말한다. 커스텀 얼러팅 톤(CAT)는 예를 들어 녹음된 혹은 저작된 음악이거나, 

인사말이거나, 음성, 광고 또는 비디오일 수 있다.  

 

본 문서의 목표는 3GPP에서 새로운 능력과 요구사항을 연구(study)하는 것이고, CAT서비스

에 대한 기본 기능, 기본 시나리오, 호전환과 같은 타 부가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기술한다. 

또한 CAT서비스 설정(CAT세팅, 선택, 갱신 등) 개인의 CAT 라이브러리(구매한 CAT콘텐츠 

또는 설정 저장), CAT 만료 통보, CAT의 콘텐츠, CAT간 상호작용, 과금, 보안, 이용자 프로

파일과 상호작용(CAT 사용자 프로파일 프로비전 및 콘텐츠 포함) 등등을 고려한다.  

CS(Circuit Switched) 및 PS(Packet Switched) 도메인에서 CAT 서비스 요구사항 및 

기술적인 구현방식, 그리고 CS-CS, CS-IMS 인터워킹을 위한 요구사항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ETSI TISPAN - COMIP/CTMIP/COMIF/CTMIF(커스텀 발착신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금지) 

TISPAN ETSI TR 181 015 문서 [2]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신자 혹은 착신자 가입서비스로 구

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링백톤 및 링잉톤 서비스를, 발 착신서비스 기능을 모두 

가지는 ‘발신자(착신자) 정보표시(금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커스텀 발신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COMIP: Customized Originating Multimedia Information 

Presentation)와 커스텀 착신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CTMIP: Customized Terminating 

Multimedia Information Presentation) 서비스 그리고 커스텀 발신 멀티미디어 정보 필터링

(COMIF: Customized Originating Multimedia Information Filtering)와 커스텀 착신 멀티미디

어 정보 필터링(CTMIF: Customized Terminating Multimedia Information Filtering)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커스텀 발신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COMIP): 착신자 혹은 발신자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커스텀화하여 착신측에 표시하는 서비스. 예를들어, A 가 B 에게 전화를 걸 때, 1) 

발신자 A 가 가입자인 경우는, A 가 설정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착신자 B 단말에 표시되고, 

2) 착신자 B 가 가입자인 경우는, 착신자 B 가 A 에 대해 설정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착신자 B 단말에 표시된다. 

 커스텀 착신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CTMIP): 착신자 혹은 발신자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커스텀화하여 발신측에 표시하는 서비스. 예를들어, A 가 B 에게 전화를 걸 때, 1) 

발신자 A 가 가입자인 경우는 A 가 B 에 대해 설정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발신단말 A 에 

표시되고, 2) 착신자 B 가 가입자인 경우는, 착신자 B 가 설정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발신단말 A 에 표시된다. 

 커스텀 발신 멀티미디어 정보 필터링(COMIF):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착신자가 

특정 규칙에 의해 해당 멀티미디어 발신 정보를 필터링 하도록 하는 서비스  

 커스텀 착신 멀티미디어 정보 필터링(CTMIF):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발신자가 

특정 규칙에 의해 해당 멀티미디어 착신 정보를 필터링 하도록 하는 서비스  

 

멀티미디어 정보로는 이름, 별명, 텍스트, 그림, 카드, 웹사이트링크, 링, 비디오 등이고 콘

텐츠 제공자, 사업자 및 이용자 자신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표시 서비

스와 필터링 서비스간, 그리고 이 서비스와 부가서비스간의 상호작용 요구사항과, 

PSTN/ISDN시뮬레이션/에뮬레이션 서비스, 타 IMS서비스와의 상호작용 이슈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PSTN/ISDN 시뮬레이션 서비스인 OIR(Originating ID 

presentation Restriction, 발신번호표시금지)는 COMIP, CTMIP에 대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즉 OIR과 COMIP서비스가 동시에 호출된 경우, COMIP는 실행되지 않는다. 본 문서

는 아직 초기단계의 기술보고서(TR)이다. 

 



OMA CMR(커스텀 멀티미디어 링) 

OMA 문서 [3]에서는 커스텀 멀티미디어 링(CMR: Customized Multimedia Ringing)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다.  

 

 커스텀 멀티미디어 링잉: 이용자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지정된 통신 이벤트 발생시 

원래의 프람프트 링잉을 대치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  

 

최근 CMR BoF(Birds of a Feather) 그룹에서 유즈 케이스와 타 OMA enabler들과의 상호작

용 요구사항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커스텀 멀티미디어 자원은 호의 설정 중, 메시지나 

메일 도착시에 통화자에게 송출될 수 있다. 미디어는 이용자나, 서비스제공자, 광고주와 같

은 특정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며 호 사건, 시간, 위치, 프레즌스, 또는 이용자의 단

말 타입에 따라서도 전달될 수 있다.  

 

커스텀 멀티미디어 링잉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개인화: 이용자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어 원래의 프람프트 

링잉을 대치하여 통신 이벤트시 통화 상대방에게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수신측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안: 이용자 구성은 접근제어를 가져야 한다.  

 로컬리제이션: 이동가입자의 지역화 기술을 사용해서 지역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된 정보를 결정한다.  

 프레즌스: 송신측 또는 수신측의 상태에 따라서 전달할 정보를 결정한다. 

 발전된 과금 방법: 이용자, 콘텐츠 제공자, 서비스제공자 및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 대응방안  

NGN 에서는 기존 통신서비스가 멀티미디어 능력으로 확장되어, 유무선 망에서 

음성데이터가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통신 부가서비스가 멀티미디어 

링백톤 및 링잉톤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BcN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자간 서비스 

상호연동성을 위한 규격 개발 중에 있다.  

금번 ITU-T NGN-GSI 회의에서 KT 주관으로 커스텀 링백톤 및 링잉톤 서비스에 대한 

신호방식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문서가 시작되었으며, 국내환경 및 표준규격을 반영하고 

또한 국제 SDO 규격의 내용을 포괄하는 글로벌 표준문서로서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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