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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 유무선 및 초고속 인터넷 등 전송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인 IMS(IP Multimedia Subsystem)가 주목 받고 

있다. IMS 는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유무선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차등화 서비스를 적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기반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IMS 의 특성상 이러한 서비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어하는 IMS 구조 하에 

PDF(Policy Decision Function)를 이용한 QoS(Quality of Service) 적용 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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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S 구조는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유무선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환

경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한정된 자원으로 사용자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가 차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등화 서비스를 원활히 제

공하기 위하여 정책 기반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IMS 의 특성상 이러한 서비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실제 장비에 반영할 프로토콜이 필요하

다.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는 이를 위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정의된 프로토콜

이다. 이 프로토콜에 의하면,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는 PDP(Policy Decision Point)와 PEP(Policy Enforcement 

Point)간의 통신으로 표현된다[1]. 

본 논문에서는 PDF 를 이용한 IMS 구조 하에 적용되는 QoS 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2 장에서는 정책 

기반 네트워크 구조와 IMS 구조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IMS 구조

의 QoS 적용 모델과 그에 따른 수락 제어 과정을 살펴본다. 4 장에서는 제시한 모델의 구축 환경과 모델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살펴본 후 5 장에서는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정책 기반 네트워크 구조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신속히 네트워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

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위 레벨의 결정을 실제 네트워크로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하다. 정책 기반 QoS 관리의 목적은 네트워크 장비들과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가능한 한 독립적

인 네트워크의 행위를 기술하는 상위 레벨 QoS 정책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QoS를 관리하는 것이다. 

정책은 조건과 액션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룰(rule)을 말한다. 이 정책은 관리자에 의해서 기술되며, 룰

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룰의 액션이 실행된다. 그림 1 은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

이며 정책에 의하여 네트워크가 관리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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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TF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관리자가 정책을 생성하고 정책 저장소(Policy Repository)를 관리하기 위

한 정책 관리 도구(Policy Management Tool)와 저장된 정책을 기반으로 적용할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

(Policy Decision Point) 및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는 정책 실행자(Policy Enforcement Point)로 구성된다.  

정책 기반 QoS 관리의 목적은 네트워크 장비들과 네트워크 형상에 가능한 한 독립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행위를 기술하는 상위 레벨 QoS 정책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QoS 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QoS 정책이 특정 네트워크 장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에 사용될 수 

있고, 단지 상위 레벨의 QoS 정책만을 수정함으로써 고객의 동적인 SLA(Service Level Agreement) 변경 

요구를 바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QoS 관리를 위해 상위 레벨의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 기반 

QoS 관리 기법은 효과적이고 동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QoS 정책 관리 절차는 정책 생성,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변환, 정책의 분배 그리고 QoS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QoS 정책 관리자를 통해 상위 레벨 QoS 정책들을 하위레벨 QoS 정책들로의 변환을 수행하고, 

QoS 정책에 따라 차등 서비스 라우터들 상의 DiffServ MIB 변수 값들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QoS 정책들을 

차등 서비스 라우터들로 분배한다. 
 

2.2. IMS 구조 및 인터페이스 

 

3GPP IM CN 서브시스템은 멀티미디어 signaling 과 bearer traffic 을 전송하기 위해 UMTS 기반의 PS 

도메인를 사용하고, 또한 유선 인터넷 터미널과의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하고 액세스 매체의 독립적인 망 

연동을 위해서 가능한 한 IETF 표준 규격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2]. 

그림 2 는 IMS 구조에서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표현한 것이다[3]. 

PDF(Policy Decision Function)와 P-CSCF(Proxy-Call/Session Control Function)간의 인터페이스로 Gq 를 사용하며 

이는 Diameter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PDF와 PEP(Policy Enforcement Point)간의 인터페이스로 Go 를 사용하며 

이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COPS [4,5,6] 또는 Diameter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림 2. IMS 정책 기반 네트워크 구조 
 

SNMP 프로토콜은 IETF 에 의해 표준화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매니저와 에이전트로 구성되어있다. 

에이전트는 관리 대상 시스템에 설치되어 매니저에게 관리 장비의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s)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MIB 는 관리 대상인 정보와 자원을 통칭하는 관리 오브젝트의 정보를 모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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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의 통신은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며, SNMP 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은 주로 MIB 변수들의 값을 읽고 변경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MIB 값의 변경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5]. 

COPS 프로토콜은 IETF 에 의해 정의된 프로토콜로 PDP 와 PEP 간의 통신을 담당한다. PDP 는 네트워크 

장비들에게 반영할 정책 정보를 수립하여 PEP 에 전송한다. PEP 는 해당 정책 정보를 받아 네트워크 

장비에게 반영한다.  

IETF 의 Diameter 프로토콜은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를 위한 프로토콜인 RA-

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를 개선한 프로토콜로서 TCP,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에 의해 전달되어 전달의 신뢰성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세션 기반 프로토콜이다. Diameter 

프로토콜은 구조적인 확장을 위해 메시지 생성 및 전송, 보안, 장애 처리 등 모든 응용에서 요구되는 

기본사항과 과금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Diameter Base Protocol”[7]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Diameter 응용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의 전송을 위한 하부 전송계층으로 나누어진다. 
 

3. IMS 구조의 QoS 적용 모델 
 

본 장에서는 3GPP Release 6 에서 제안된 P-CSCF 와 PDF 가 분리된 구조를 채택하였다. Release 7 이후에 

3GPP 는 정책 기능과 과금 기능이 통합된 PCC(Policy and Charging Contorl) 구조를 제안하였는데 과금과 

관련된 기능은 본 논문의 범위 밖이므로 이를 배제하였다. 

 

3.1. IMS 구조의 PDF 
 

그림 3은 IMS구조에서 PDF 를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PDF 는 일종의 AS(Application Server)처럼 작동한다. 

PDF 는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고 인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증 메커니즘 또한 일반 AS 인증정책을 일

관적으로 따를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나라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정책 관리 서버는 정책을 미리 설정한 사용

자 정책과 네트워크 정책을 나누어서 다룬다. 이것은 HN(Home Network)와 VN(Visited Network)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정책은 HN 을 따라야 하지만 기본 네트워크 정책은 VN 을 따를 필요가 있다. 사

용자는 항상 접속장소와 상관없이 자신이 요청한 QoS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차등화 서

비스를 받게 되는 곳은 VN 이기 때문에 HN 과 VN 의 네트워크 정책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부분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IMS 의 PDF 구조 
 

• 예약 관리자(Subscription Manager: SM):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변경 및 삭제한다. 사용자 혹은 

운용자가 Web 등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와 가입을 원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사용 기간, QoS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사용자 프로파일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에 저장된다. 사용자 프로파일에는 사용자 ID 및 사용자 연락처, 주소 그리고 

각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위치 및 사용 일정/기간, QoS, 보안 정보 등을 포함한다. 

• 정책 저장소(Policy Repository: PR): 사용자 가입 정보와 사용자 정보 그리고 QoS 정책 정보를 저장

하는 디렉터리다. 

• 수락 제어 관리자(Admission Control Manager: ACM): SM 으로부터의 QoS 서비스 자원 요청(SLS)에 

대한 수락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혼잡 링크를 대상으로 수락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인 정보는 단말과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혼잡 링크의 자원 정보이다. 네트워크 토폴

로지 정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해제 시 마다 수정이 필요하다. 자원 요청 정보인 SLS 와 사

용자 위치 정보를 SM 으로부터 받는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RDM 에게 전달하고 사용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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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상태 정보를 받는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락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수락 성공일 경우 

QPM 에게 상위 레벨 QoS 정책을 생성하여 보낸다. 

• 네트워크 자원 발견 관리자(Resource Discovery Manager: RDM):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자원 정보인 

SNMP MIB 를 바탕으로 사용자 단말에서 네트워크 에지까지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에지(edge)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해제 시 마다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다. ACM 으로부터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자원 

정보 요청 시 응답한다. 

• QoS 정책 관리자(QoS Policy Manager: QPM): ACM 으로부터 입력 받은 상위 레벨 QoS 정책 정보를 

하위 레벨 QoS 정책 정보인 LDAP 스키마 데이터로 변환하는 정책 변환과 정책의 생성/수정/삭제 

등의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QoS 정책에 따라 차등 서비스 라우터 사이에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해당하는 정책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QoS 정책을 차등 서비스 라우터에 적용한다. 

• 도메인간 정책 관리자(Inter-domain Policy Manager: IPM): 사용자가 로밍 서비스 등으로 자신의 HN

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어느 정도 차등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IPM 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더라도 각 벤더들의 협약에 따른 차등

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2. 수락 제어 모듈 

 

 

그림 4. 수락 제어 관련 모듈도 
 

ACM 은 ADM(Admission Decision Module), Path Finder, Topology Manager, Policy Translator 로 구성된다. 그림 

4 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DM 은 ACM 의 코어 모듈로서 유저의 IP 를 참조 Path Finder 에게 

토폴로지 정보를 Resource Calculator 로부터는 링크자원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락제어를 

수행한다. 

UE 가 서비스 요청을 위해 INVITE 메시지를 보내어 PEP 가 자원을 할당 받을 때까지의 과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통화하기 위하여 INVITE 메시지를 P-CSCF 에 전송하면, P-CSCF 는 사용자의 

정보(사용자의 IP, 사용할 서비스 및 포트, 코덱 등)를 ADM 에 알린다. ADM 은 PF 에게 사용자의 IP 주소를 

넘겨주고, IP 주소에 대응하는 가입자 링크 정보를 넘겨받는다. 링크 정보를 RC 에 넘겨주고, RC 로부터 각 

링크의 자원 정보를 받는다. 이 자원 정보를 참조하여 수락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수락 제어 결과가 

성공이라면 RDM 에게 자원 정보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고, PT 에게는 네트워크 자원 공급 요청을 보낸다. 

PT 는 QPM 에게 자원 할당 정책 정보를 보낸 후 자원 할당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오면 ADM 에게 자원 

공급 결과를 알린다. ADM 은 네트워크 자원 공급이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P-CSCF 에게 성공 

메시지를 보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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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자 시나리오 

 

 
그림 5. 사용자 시나리오 

 

간단한 사용자 시나리오는 그림 5 와 같은 구조를 가질 것이다. UE1 과 UE2 는 같은 도메인 상에 

존재하는 단말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야 한다. 각 단말은 전원이 켜져 

있고 REGISTER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UE1 이 UE2 와 통화하기 위하여 INVITE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IMS 의 구조상 QoS 를 할당하기 

위하여 P-CSCF 에서는 Triggering 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 예약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P-

CSCF 와 PDF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Diameter 이지만, PDF 와 각 GGSN 의 PDP Agent 는 각각 Diameter 또는 

COPS, SNMP 가 될 수도 있다. 이 세 종류의 PDP Agent 별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PDP Agent가 Diameter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UE 로부터 PDP Context 가 전송되면 GGSN 의 Diamter PDP Agent 가 이를 받는다. 이 Agent 를 통하여 QoS 

정보를 받기 위하여 PDF에 Auth token을 포함한 CCR Command 를 보낸다. PDF 는 가지고 있던 세션정보의 

QoS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CCA Command 를 통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지정된 QoS 정보보다 

더 많은 QoS 정보를 원할 경우 PDF는 CCA Command 에 거절 사유를 포함하여 메시지를 보낸다[9].  

 

(2) PDP Agent가 CO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UE 로부터 PDP Context 가 전송되면 GGSN 의 COPS PDP Agent 가 이를 받는다. 이 Agent 를 통하여 QoS 

정보를 받기 위하여 COPS Request 메시지를 통하여 Auth token 을 PDF 에 전달한다. PDF 는 가지고 있는 

세션정보의 QoS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COPS Decision 메시지를 통하여 PDP Agent 에 통보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COPS Decision 메시지에 거절 사유를 포함하여 보낸다. 이 COPS Decision 을 받은 PDP 

Agent 는 결과에 대해서 Agent 가 수행한 결과를 COPS Report 메시지를 통하여 PDF 에 통보하게 된다[4]. 

 

(3) PDP Agent가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UE 로부터 PDP Context 가 전송되면 GGSN 의 SNMP Agent 가 이를 받는다. 이 Agent 는 적용될 QoS 

정보(MIB)를 다운 받기 위하여 PDF에 Trap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PDF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QoS 

정보(MIB)를 일방적으로 Set 하게 된다. SNMP 프로토콜 상 결과에 대한 Report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장비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et 메시지를 SNMP Agent 에 보낸다[6]. 

이상 각각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QoS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DF 는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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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축환경 

 

실험실에 구축된 환경은 NIST-SIP package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Java APIs로 구현되었다.  

 

 
그림 7. UE1 과 UE2가 교환한 SDP 

 

그림 7 과 같은 SDP 메시지가 서로 교환하게 되면 PDF 는 표 1 과 같은 흐름 식별 정보를 테이블로 

가지게 된다. 여기서 데이터 속도는 SDP 의 Bandwidth 파라메터로부터 계산되고 IP 이상 계층의 오버헤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가변 대역 코덱인 경우 최대 대역폭을 산출하게 된다. 미디어 IP 흐름은 SDP 

파라메터 중 "b=AS"를 보고 결정하고, RTCP IP 흐름은 "b=AS", "b=RR", "b=RS"를 보고 결정한다. QoS 등급은 

미디어 컴포넌트에 사용될 수 있는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근접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 등급 역시 SDP 미디어 서술에서 도출한다. RTCP 는 RTP 와 

동일하게 한다. 표 2 를 참조하여 PDF 는 QoS Resource Authorization 을 하게 되고 허가 토큰을 생성하여 

결과를 P-CSCF 에 보낸다.  

 

 
표 1. PDF 흐름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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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QoS 등급 부여 

 

생성된 허가 토큰은 UE에 전달되고 PDP Context 생성/수정 시 요청 메시지에 포함하여 GGSN 에 전달된다. 

요청을 받은 GGSN 은 허가 토큰에서 허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PDF 식별자를 추출한다. 허가 결정 

요청을 받은 PDF 는 허가 토큰을 보고 미리 준비한 허가 데이터를 SNMP Agent 에 Set 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미디어 통로에 대한 QoS 가 할당되어 비로소 UE1 과 UE2 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을 차등화 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정책 정보를 실행하는 장비마다 다른 정책 실행자(PDP)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PDF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IMS 구조에 QoS 적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IMS 구조 하의 정책 기반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행자 별로 장비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통합기반의 QoS 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차등 서비스가 SLA 에 따라 정확히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QoS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E2E 간 QoE(Quality of Experience)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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