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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S(IP Multimedia Subsystem) 아키텍처가 등장한 이후로 네트워크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료를 전달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정의된 정책(policy)으로는 
아직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논문은 IMS 에서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IMS 네트워크와 IP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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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네트워크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원을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차등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IP 네트워크에서의 정책 
기반 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IMS 의 특성상 
이러한 관리의 필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S 에서의 정책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IMS 에서 
수락제어는 INVITE 메시지 시에 처리 되는데, 
HTTP 와 같은 세션을 유지하지 않는 전송은 
INVITE 메시지를 이용하기 어렵다. 세션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만큼 매 통신 마다 세션을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잦은 세션 
설립은 네트워크에 큰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좀 더 종합적으로 통합된 
정책기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정책 기반 관리 

정책 기반 관리는 전부터 산업 및 연구 
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리 패러다임이다. 현재 정책 기반 관리는 IP 
기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이나 
QoS(Quality of Service) 등과 같은 어려운 관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 기반 
관리의 개념은 1990 년 초에 M.Sloman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Cisco 와 Microsoft 가 
주도한 DEN(Directory Enabled Network)에 의해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또한 IETF Policy 
Working Group 과 DMTF 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IP 기반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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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신속히 
네트워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위 레벨의 결정을 실제 
네트워크로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은 조건과 액션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룰(rule)을 말한다. 이 정책은 관리자에 
의해서 기술되며, 룰의 조건이 만족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룰의 액션이 실행된다. 
그림 1 은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이며 
정책에 의하여 네트워크가 관리된다. 

 

 
그림 1. IETF/DMTF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 

 
IETF policy WG 은 정책 정의와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 규칙들을 정의하고,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크게 정책을 관리하는 정책 관리 
도구(PMT: Policy Management Tool),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PDP: Policy Decision 
Point), 정책을 실행하는 정책 실행자(PEP: 
Policy Enforcement Point), 그리고 정책 
저장소(PR: Policy Repos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저장소 접근 프로토콜로는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프로토콜이 제안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와 
정책 실행자 간의 정책 전달 표준 프로토콜은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3,4]이지만,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나 
CLI(Command Line Interface)도 사용될 수 있다. 
정책 정보 모델은 PCIM(Policy Common 
Information Model)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5]. 
각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정책 
관리 도구에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룰 검사 후에 정책 저장소에 저장되고 
정책 실행자가 정책을 요구할 시에 정책 

결정자는 정책 저장소로부터 정책을 검색하여 
결정한 후에 정책을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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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네트워크에서의 PBM(Policy Based 

Management) 

차등 서비스 네트워크의 에지 
라우터에서는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헤더의 특정 정보를 분석한 후 
BA(Behavior Aggregate)를 결정한다. 각 BA 에 
따라서 네트워크 코어에서 PHB(Per Hop 
Behavior)를 결정하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 Code point) 값을 패킷에 마킹하고 
트래픽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코어 
라우터에서는 단순히 자원 할당과 PHB 에 
따른 패킷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6].  

 
그림 2. 차등 서비스 구조 

 
그림 2 는 차등 서비스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차등 서비스는 에지 
라우터에서만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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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라우터의 패킷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DSCP 는 IPv4 의 헤더 
부분의 ToS(Type of Service) 필드를 재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6]. 

DSCP 값과 PHB 매핑 문제는 차등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의 지역정책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는데 IETF 에서 권장하는 PHB 의 
종류에는 Default PHB, EF PHB, 그리고 AF 
PHB 가 있다. Default PHB 는 non DiffServ 
패킷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PHB 로써 현재의 최선형 서비스와 같은 
정도의 서비스이며 DSCP 는 000000 이다. EF 
PHB 는 적은 손실, 지연, 지터와 대역폭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HB 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트래픽을 서비스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DSCP 는 101110 (0x2e)이다. AF 
PHB 는 네트워크의 혼잡 및 폭주 상황에서도 
트래픽의 최소한의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PHB 이다. 이러한 AF PHB 는 크게 4 개의 
서비스 클래스로 나누어지고 각 클래스에는 
다시 3 개의 다른 패킷 폐기 우선순위를 
적용하게 된다[3][4]. 경계 라우터에서 
TC(Traffic Conditioning) 기능은 구체적으로 
Classifier, Meter, Marker, Shaper/Polic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lassifier 는 입력 패킷들을 
BA 로 구분해 주며, Marker 는 결정된 PHB 에 
따라 패킷에 DSCP 값을 마킹한다. Meter 는 
패킷이 미리 정해진 트래픽 profile 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배된 패킷에 
대해서는 Shaper/Policer 에서 조정 또는 
폐기시키게 된다[4]. 아래 그림 3 은 TC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Traffic Conditioning 구조 
 
DiffServ 네트워크 내의 각 라우터들은 

PHB 별로 큐를 할당하고 버퍼링 함으로써 
차등 서비스를 실행한다. EF PHB 를 위해서는 
CBWFQ(Class Based Weighted Fair Queuing), 
WRR(Weighted Round Robin), DRR(Deficit Round 
Robin) 등과 같은 큐잉 방법을 사용하고 AF 
PHB 를 위해서는 각 AF 클래스에 따라 다른 
패킷 폐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RED(Random Early Detection), WRED(Weighted 

RED) 등과 같은 여러 큐잉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2.3 IMS 아키텍처 

IMS [7]는 무선네트워크에서의 I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3GPP 에 
의해 제안되었다. 기존의 분리되어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합하여 일관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간략화된 IMS 구성도 

 
위의 그림은 IMS 구성요소를 단순화 시킨 

그림이다. IMS 는 크게 세션을 설립하고 관리 
유지하는 신호평면(Signaling Plane)과 미디어 
혹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미디어평면(Media 
Plane)으로 나누어 진다. 무선 통신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가 바뀔 때 마다 IP 도 변하므로 
어떠한 사용자 혹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MS 는 세션을 이용한다. 사용자 
구분은 Public User Identity 를 바탕으로 하고, 
사용자의 위치는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세션은 또한 정책을 할당할 때도 이용된다. 
IMS 는 세션을 설립하기 위해 S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SIP 프로토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세션설립과 관련된 핵심요소는 Registrar 이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먼저 
REGISTER 메시지를 Registrar 에 보낸다. 
Registrar 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200 OK” 메시지로 응답한다. 
IMS 상에서 실제적으로 Registrar 역할을 하는 
것은 S-CSCF 이다. 

IMS 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CSCF 



  

KNOM Review, Vol. 10, No.1, August 2007 
 

4

들은 세션설립을 위한 프록시 서버들이다. P-
CSCF 는 IMS 터미널(terminal)이 IMS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SIP 프록시(proxy)로서 SIP 요청(request) 
와 SIP 응답(response)을 IMS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I-CSCF 는 관리 도메인의 
에지(edge)에 존재하는 프록시로서 
SLF(Subscriber Location Function)와 HSS(Home 
Subscriber Server)로의 연결을 제공하고, SIP 
요청을 적당한 S-CSCF 에 전달한다. 그리고 
THIG(Topology Hiding Inter-network Gateway) 
역할을 한다. S-CSCF 은 신호평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roxy 이다. 사용자가 접속하였을 
때 사용자 위치를 저장하고, SIP 
메시지(message)를 필터링(filtering)하거나 
HSS 의 접근을 허가한다. S-CSCF 는 IMS 에서 
SIP 프로토콜의 구성요소인 Registrar 와 같은 
역할을 한다. MRF 는 다자간 서비스를 위하여 
호 제어기능과 미디어 믹싱을 지원한다. HSS 의 
역할은 일종의 DB 로서 개인의 입장에서 세션 
설립 시 필터 정보 나 기타 서비스를 위한 
정보 그리고 AS 들에 대한 공용 DB 로 
작용한다.  MGCF 는 기존 망인 PSTN 과 
연동을 위해 신호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2.4 IMS 에서의 PBM 

IMS 에서 QoS 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션 
설립 시 사용자 서비스 요청을 제어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요청 수락 혹은 거절을 위하여 
두 가지 제한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 정보에 의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전반적인 정책에 의거한 방식이다. 

 
그림 5. 서비스 제한 방식 

 
위의 그림은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 요청 

시에 제어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INVITE 
메시지는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를 
운반한다. SDP 는 사용자가 서비스 받기 원하는 
IP 와 포트(port) 정보 및 제공하는 코덱(codec) 
정보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P-CSCF 는 액세스 네트워크(Access 
Network)에 존재 하므로, 네트워크 에 따른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S-CSCF 는 사용자의 
요청을 살펴본 후 허용할 수 없는 
사용자이거나 혹은 정책에 위반한 요청인지 
체크한 후 “488 Not Acceptable Here”[8,9] 
메시지로 수락 혹은 거절 내용을 담아 
전달한다.  

두 명의 사용자가 서로 통신하는 경우 
QoS 와 포트 등을 서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서로가 원하는 그리고 
가능한 포트 및 대역폭 그리고 코덱 등을 
교환한 후 각각 QoS 를 할당하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우선 호출자(Caller)가 INVITE 메시지를 
이용하여 서비스 정보를 피호출자(Callee)에게 
전달하면 피호출자는 호출 자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183 Session Progress”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호출자에게 전달한다. 서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호출자는 
PRACK 을 통해 답변한다. 이 때부터 
각각 QoS 를 할당한다. 호출자가 QoS 할당을 
마치면 QoS 정보를 UPDATE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 이를 받은 피호출자는 자신의 QoS 
할당 성공 정보를 OK 메시지에 실어서 보낸 
후 Ringing 메시지를 보낸다. Ringing 메시지를 
받은 Caller 는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러한 절차를 Precondition 이라 한다. 
Precondition 으로 각 사용자(Caller, Callee)는 
서로의 서비스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 일치하는 
차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6. 호출자의 QoS 요청 

 
그림 7. 피호출자의 QoS 요청 

 
그림 6 은 호출자의 QoS 요청을, 그림 7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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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출자의 QoS 요청을 나타낸다. P-CSCF 에 
직접 연결된 정책관리자는 실질적으로 QoS 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관리한다. 사용자는 
필요 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라우터에 
자원을 요청하면 라우터는 정책관리자에게서 
정책을 받아와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IMS 상에서의 네트워크 관리 체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IMS 상에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HTTP 같이 세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통신에 
대해 고려해 보자 이러한 세션 비 유지 전송의 
QoS 를 보장 하기 위하여 IMS 표준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IMS 에서 수락제어는 
INVITE 메시지 시에 처리 되는데, 이러한 
전송은 INVITE 메시지를 이용하기 어렵다. 
세션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만큼 매 통신 마다 
세션을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잦은 
세션 설립은 네트워크에 큰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세션 설립 시 Precondition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등록과정에서의 수락제어를 
추가 함으로서 INVITE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좀 더 간소화 된 INVITE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등록 시에는 몇몇 서비스는 어떠한 
포트를 이용할 것인지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의 된 
서비스만 사용자에 따른 DiffServ 를 이용한 
기본적인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HTTP 의 경우 미리 포트가 25 번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INVITE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후 사용자가 세션 설립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미리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필요할 때 INVITE 과정을 통하여 
얻은 포트와 코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저 
수준(low level) 정책을 추가하는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8. REGISTER 시의 정책 관리 시퀀스 

 

사용자가 P-CSCF 를 거쳐 S-CSCF 에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면 S-CSCF 가 P-CSCF 에 
200 OK 를 응답하고 이를 전송 받은 P-CSCF 는 
이 정보를 PDF 에 전송한다. PDF 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책정보를 S-CSCF 에 
예약한다. 정책정보의 예약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책을 변경하면 이를 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그림 9. IMS 에서의 정책관리자 아키텍처 
 
그림 9 는 IMS 에서의 정책관리자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정책 관리 서버는 
일종의 AS 처럼 작동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IMS 의 자원들과 표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책 저장소 (PR)의 역할은 HSS 가 맡게 
된다. 그리고 정책 관리 서버는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고 인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증 
메커니즘 또한 일반 AS 에서의 인증정책을 
일관적으로 따를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다른 나라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책 관리 서버는 정책을 
미리 설정한 사용자 정책과 네트워크 정책을 
나누어서 다룬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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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항상 어디를 
접속하든지 자신이 요청한 QoS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차등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곳은 VN 이기 때문에 둘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부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예약 관리자(SM):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변경 및 삭제한다. 사용자 혹은 
운용자가 Web 등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 및 
가입을 원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사용 기간, 
QoS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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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사용자 프로파일은 
L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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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후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시, 이를 받아들여 HSS 와 통신, 
서비스 가입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네트워크 자원 요청 정보인 
SLS 를 생성한 후 수락 제어 관리자에게 
보낸다. 

 PR: 사용자 가입 정보와 사용자 정보 
그리고 QoS 정책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터리이다. 

 수락 제어 관리자(ACM): QoS 서비스 자원 
요청(SLS)에 대한 수락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혼잡 링크를 대상으로 수락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단말과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형상과 
혼잡 링크의 자원 정보이다. 네트워크 형상 
정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해제 시 
마다 수정이 필요하다. 자원 요청 정보인 
SLS 와 사용자 위치 정보를 SM 으로부터 
받는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RDM 에게 
전달하고 사용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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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 
네트워크의 형상과 자원 정보인 SNMP 
MIB 를 바탕으로 사용자 단말에서 
네트워크 edge 까지의 네트워크 형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네트워크 형상 
정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해제 시 
마다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다. 
ACM 으로부터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자원 정보 요청 시 응답한다. 

 QoS 정책 관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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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들 
상의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정책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QoS 정책들을 
차등 서비스 라우터들로 배치한다.  

 Inter-domain Policy Manager (IPM): 로밍 
서비스 등 사용자가 자신의 Home 
Network 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어느 정도 
차등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IPM 는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더라도 각 벤더들의 
협약에 따른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사용자 시나리오 
 

 
그림 10.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 A 와 B 의 HN 는 domain.com 으로 

서로 일치한다. 사용자 B 는 홈에 접속한 
상태이고 A 는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태이다. 서비스 등급은 Gold, Silver, Bronze 로 
나뉘며 각각 EF, AF, Best Effort 의 전송 방식을 
적용한다. 상위 레벨 QoS 정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VN 정책: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최소한 Bronze 서비스를 받는다. 
domain.com 의 서비스는 Home 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 

 HN 정책: 사용자 A 의 영상서비스는 Gold 
서비스를 적용한다. 사용자 B 의 모든 
서비스는 Silver 서비스를 적용한다. 

사용자가 IMS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자신을 등록하면, 그림 8 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인 기본 
정책이 P-CSCF 로부터 PDF 에 적용된다. 충돌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하위 레벨 
QoS 정책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는 표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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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위 레벨 QoS 정책 

 

 
표 2. 정책 변환 테이블 

 
사용자 정보는 HN 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QoS 를 할당하는 곳은 VN 이기 
때문에 VN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정책을 설정한다. 또한 회사마다 차등화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간 등급 변환 
정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정책상 A 란 HN 에는 정책을 그대로 
적용해주고 B 라는 회사는 한 단계 낮추어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인 미리 정의된 서비스는 이렇게 
설정된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후 
사용자가 세션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AF 에 의하여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지를 전달 받아 이를 표에 
추가한다. 이 서비스는 처음에 받은 기본 
서비스 보다 우선순위가 항상 높아야 한다. 

A, B 사용자가 서로 4001 포트로 영상 
서비스를 요청 시 2.4 절에서 설명한 
Preconditions 절차를 바탕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차등화 서비스 레벨을 맞춘 후 보낼 
필요가 있다. A 사용자는 정책상 영상 
서비스를 EF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B 
사용자는 AF11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둘 다 협약에 의해 AF11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A 사용자가 
세션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만약 거절하지 
않는다면 AF11 이하의 서비스 밖에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하위 레벨 
정책이다. 

 

 
표 3. 합쳐진 하위 레벨 QoS 정책 

 
이는 의사코드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에지 라우터들의 사용자들(A, B, C)의 

트래픽 조절은 위의 의사코드를 바탕으로 
실행된다. 
 
5. 결론 

원활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세션을 
설립하지 않는 SIP 메시지에 대한 정책 관리 
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접속 시에 일어나는 사용자 
등록 안에서의 수락제어로 이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정책 기반 QoS 관리 
구조를 이용한 IMS 에서의 정책관리 
아키텍처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관리 
구조를 이용하여 IMS 상에서의 원활한 
통합기반의 QoS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관리 
업무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향후 차등 서비스가 SLA 에 따라 정확히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QoS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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