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이동통신] Customized Alerting Tones / Customized Ringing Signal 서비스 

표준화 동향 

 

전화를 걸고 받는 동안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보편화 됨에 따라 부가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간 연동을 위해 부가 서비스 자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미리 

설정해 놓은 음악을 듣는 서비스 및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애칭 등을 미

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컬러링 / 레터링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부가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다양한 표준 기구에서 표준화되

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비동기 광대역 코드 분할 접속 시스템 및 단말을 위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CAT / CRS 서비스 표준화  

3GPP에서는 여러 음악, 화상 비디오 클립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를 상대방에게 전화

를 걸고 받는 동안 전화를 거는 사람 혹은 전화를 받는 사람의 단말을 통해 제공되도록 하

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표준

을 제정 중에 있다. 

첫 번째는 CAT(Customized Alerting Tone)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미

리 설정한 음악이나 비디오 클립 등을 전화를 거는 동안 전화를 거는 사람의 단말을 통해 

듣거나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컬러링 등의 서비스 이름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

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설정해 놓은 음악

을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에 듣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두 번째는 CRS(Customized Ringing Signal)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미리 설정한 멀티미디어 등을 전화를 받기 전 전화를 받는 사람의 단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CAT 표준의 경우에는 서킷 스위칭(Circuit Switching) 망을 이용하는 경우 및 IMS(IP 

Multimedia Subsystem) 망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표준화를 시작 하였으며 우선 두 

경우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는 SA(Service and System Aspects) 

WG1(Working Group 1)에서 완료된 상태이다. 이 중 서킷 스위칭 망을 이용하여 CAT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기초한 서비스 구조 및 프로토콜 관

련 표준화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관련 표준화는 CT(Core Network and Terminal) WG 4에

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IMS 망을 이용한 CAT 서비스의 경우에는 SA WG1에

서 완성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기초로 SA WG2에서 서비스 구조에 대한 표준화를 시작한 

상태이다. 특히 IMS 망을 이용한 CAT 서비스의 경우에는 Common IMS 표준화의 일환으로 



TISPAN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IMS 기반의 자체 CAT 서비스 요구사항도 이미 SA WG1에서 

이관 받은 상태이며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은 이미 3GPP 표준에 반영되어 있다. Common 

IMS는 여러 다양한 액세스 망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IMS 서비스를 표준화 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 3GPP 진영에서는 그 동안 이동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IMS 규격을 개

발해 왔으나 Common IMS 표준화를 위해 TISPAN 진영의 규격도 이관 받기로 함에 따라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TISPAN(Telecoms & Internet converged Services & Protocols for Advanced Networks)은 차세대 

Fixed 망 표준화 item 인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표준화하는 ETSI 산하 표준화 단체임 

 

CRS 표준의 경우에는 역시 서킷 스위칭 망을 이용하는 경우 및 IMS(IP Multimedia 

Subsystem) 망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표준화를 시작 하였으나 현재 서비스 요구 사

항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역시 Common IMS 표준화의 일환으로 TISPAN 

진영의 CRS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 중에 있다.  

 

TISPAN 진영이 Common IMS 표준화에 동참한 이후 동기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 및 

단말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 단체인 3GPP2에서도 관련 표준화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에 따라 3GPP2에서 진행되어 오던 IMS를 이용한 CAT 서비스 표준을 역시 3GPP로 이관하

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3GPP2에서 진행해 오던 IMS를 이용한 

CRS 관련 서비스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구조, 프로토콜 규격을 3GPP로 이관하기 위한 문서

가 3GPP와 3GPP2 사이 Common IMS Workshop에서 논의된 바 있다. 관련한 기고가 SA 

WG2에서 논의되었으며 우선 3GPP에서 진행 중에 있는 IMS 기반 CRS 서비스 구조 표준

화 작업의 일환으로 함께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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