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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표준초안 요약서

표준 안 명 과제번호 표준모델1. ( ) ( ): BcN V2.2

표준의 목적2.

광대역통합망 구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망구조 및 기술 규격 서비스 제공기준 등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정의

주요 내용 요약3.

목표 망에 대한 각 계층별 구조 요구사항 정합 요건을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망BcN , , ,

구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술 항목들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부록으로 제시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4.

본 표준은 국내 광대역통합망의 시범망 및 상용망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임

참조권고 및 표준5.

국외표준 권고5.1 ( )

없음-

국내표준5.2

표준모델 년 월 일- TTAS.KO.01.0062 BcN , 2005 12 21 .

표준모델 년 월 일- TTAS.KO.01.0062/R1 BcN V2.0, 2006 12 27 .

표준모델 년 월 일- TTAS.KO.01.0062/R2 BcN V2.1, 2007 12 26 .

참조표준 권고 과의 비교6. ( )

참조표준 권고 과의 관련성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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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델BcN V2.2

개정표준( )

표준모델BcN

개정표준V2.1( )

참조표준 :

TTAS.KO.01.0062

비고

특이사항( )

개요1. 개요1. 개요1.

서비스와2. BcN

망 구조

서비스와2. BcN

망 구조
-

서비스 제어 계3.

층

서비스 제어 계3.

층

서비스 및 제어2.

계층 각 계층의 본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

수정

전달망 계층4. 전달망 계층4. 전달망 계층3.

가입자망 계층5. 가입자망 계층5. 가입자망 계층4.

홈 및 단말 계층6. 홈 및 단말 계층6. 홈 및 단말 계층5.

부록 망에서1. BcN

의 통합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발전방향

부록 고려사1. BcN

항 및 추진방안
-

통합 융합서비스BcN .

제공을 위한 인프BcN

라 네트워크 방전 방안/

제시

- -

부록 대표적인1.

서비스 시나리BcN

오

이미 추진 내용으로 삭

제
- -

부록 년2. 2004

시범사업 요구BcN

사항 안( )

- -

부록 년3. 2006

시범사업 요구BcN

사항 안( )
부록 관점에2. BcN

서의 이동성을IP

위한 네트워크 구조

및 네트워크 계층에

서의 단계별 절차

부록 망 연동2. -

사업자간 연동시BcN

필요한 이동성 기능IP

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부록 신규서비스3.

제공을 위한 IPv6

전략deploy

부록 를3. u-City

위한 인프라BcN

고려사항

- 추가

부록 에서의4. BcN

과금요Flow based

소 및 적용방안 연

구

부록 단계별4.

서비스 예시BcN
- 추가

부록 통 방 융합5. .

형 서비스 제IPTV

공방안

부록 광대역 이5.

동 서비스 시VoIP

나리오

- 추가

부록 서6. u-Work

비스 발전방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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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사항7.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TA .

적합인증 관련사항8.

적합인증 대상 여부8.1

해당사항 없음

시험표준제정여부 해당 시험표준번호8.2 ( )

해당사항 없음

표준의 이력9.

판수 제 개정일/ 제 개정내역⦁
제 판1 2005.12.21 제정

제 판2 2006.12.27 개정

제 판3 2007.12.26 개정
제 판4 2009.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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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Summary of Standardization

1. Name of Standardization: Standard model of BcN V2.2

2. Purpose of Standization

This standard is to provide the guideline of network configuration and technical
specification, service provision criteria for realization of BcN construction object.

3. The summary of contents

BcN standard model is to suggest the guideline for BcN target level, structure

of each layer, requirement and interfaces for each layers. And as the appendix,

some stepwise suggestions are given for the evolution of target BcN.

4.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is to provide to guide for national BcN deployment.

5.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5.2 Domestic Standards

- TTAS.KO.01.0062 BcN standard model, 2005. Dec.21

- TTAS.KO.01.0062/R1 BcN standard model V2.0, 2006. Dec. 27

- TTAS.KO.01.0062/R2 BcN standard model V2.1, 2007. Dec. 26

- TTAS.KO.01.0062/R3 BcN standard model V2.2, 2009. Nov 20.

6.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6.1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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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standard

model V2.2(3rd

edition)

BcN standard

m o d e l

V 2 . 1 ( 2 n d

edition)

reference :

TTAS.KO.01.0062

comparison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needs for model

2. BcN service

& Architecture

2. BcN service

& Architecture
-

3. service

control layer

3. service

control layer

2. service

control layer

reference: stepwise

suggestion for

evolution of each

layer, end edition

provides final feature

of each layer

4. transport

layer

4. transport

layer
3. transport layer

5. access layer 5. access layer 4. access layer
6. home &

device layer

6. home &

device layer

5. home &

device layer
App. 1. BcN Infra

Trands for

integration service

in BcN

App. 1. BcN

considerations

for evolution

- new chapter addition

- -
App. 1. BcN

service scenario

d e l e t e ( a l r e a d y

on-going)

- -

App. 2. 2004

pilot BcN

requirements d e l e t e ( a l r e a d y

on-going)

- -

App. 3. 2006

pilot BcN

requirements
App. 2. Network

structure for IP

mobility in BcN

App. 2. NW

inter-operation
- new chapter addition

App. 3. IPv6

deploy strategy

for new service

implementation

App. 3.

Consideration

on BcN Infra

for u-city

application

- new chapter addition

A p p . 4 .

F l o w - b a s e d

charging factor

in BcN

App. 4. BcN

service of each

BcN stage

- new chapter addition

App.2. Network

structure for IP

mobility in BcN

App 5. Mobile

broadband VoIP

Service scenario

- new chapter addition

App. 2. U-work

service
new chapter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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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none

8.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1 The targe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9.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5.12.21 Established

The 2nd edition 2006.12.27 Revised

The 3rd edition 2007.12.26 Revised

The 4th edition 2009.11.20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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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개 요1

소 개1.

표준모델은 구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망 구조 기술 및BcN BcN ,

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논리적 기능 모델이 아닌 네트

워크의 구축에 초점을 둔 실현 중심의 네트워크 모델이다.

표준모델의 필요성2. BcN

본 표준모델은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의 서비스 수용이 가능한/ / /․ ․
네트워크 모델을 수립하고 구축 및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선도를BcN

위해 필요하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에 활용한다BcN .

표준 모델의 목표3. BcN

본 표준모델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가 보장되며 서비스 측면에QoS

서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의 어떤 조합이라도 수용 가능한 네트/ / /․ ․
워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준 모델의 범위4. BcN

본 표준모델은 목표 망 구조 및 기술규격 서비스 제공 기준을BcN , 4

계층 서비스 및 제어 계층 전달망 계층 가입자망 계층 홈 단말 계층( , , , )․
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이러한 목표 망을 단계별로 구축할 경우 고려되,

어야 할 주요 항목들의 목표 고려사항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 .

전제 조건5.

기술 구현 가능성 기술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방송 기술을 기준으로 최종 목표망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시․
장 여건 및 기술 변화 등에 따라 본 표준 모델은 수정 보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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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6.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가입자에게 가 보장: QoS

되며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의 어떤 조합이라도 가능한 서비/ / /․ ․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써 대역폭과 품질보장 의 제공, (QoS)

수준 및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단계별로 의 정의가 구분될 수 있BcN

다.

그림( 1-4 의 계층) BcN

서비스 제어 계층 에서 제공될 수 있는 유선 무선 방송: BcN , ,❑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한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에 대

해 정의하고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 BcN

층이다.

전달망 계층 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NNI )❑
코어 네트워크로써 및 기능 제공 및 망간의 연동 통, QoS OAM ,

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 구조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를, , ,

정의 하고 있는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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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 계층 전달망에 연결된 가입자측면의 네트워크로써 크: ,❑
게 유선가입자 망 무선 가입자 망 방송 가입자 망으로 나눌 수, ,

있으며 이들 간의 통합 망도 고려된다 각 가입자망의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유선망- : xDSL, HFC, AON, PON ...

무선망- : WLAN, WiBro, CDMA2000, WCDMA ...

방송망 지상파 위성 공중파- : / DMB, Cable, ...

홈 및 단말 계층 가정 내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
술과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를 정의 하고 환경을 지원하는 단BcN

말의 형태와 각 단말에서 지원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한 계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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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비스와 망 구조2 BcN

제 절 요구사항1

본 절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 비전을 정의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BcN

하기 위한 통신 및 서비스 기술 시장 법 제도적인 요구사항들을 전제 조건, , ․
으로 제시한다.

서비스 비전1. BcN

통합 융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과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한 통합 융합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BcN․

한 서비스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seamless ,

들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개인 및 가정 기. ,

업 공공기관의 디지털화 및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환경의 발,

전과 그에 따른 생활혁신 업무혁신을 통한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

서비스 전제 조건2. BcN

서비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BcN .

서비스 선택 이용자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서비스 선택이 자: BcN○

유로워야 한다.

서비스의 품질선택 이용자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품질 기준 중에서:○

자신이 서비스 받고자하는 품질 기준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형 서비스 제공 통신 방송사업자 및 서비스 콘텐츠 제공자가: ( )○ ․
통합 융합 서비스를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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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서비스2 BcN

서비스 정의1.

통합 및 융합화 고품질화 광대역화 다기능화 등 이 지원하는 기, , , BcN

능 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유 무선 음성 데(Service Capability) , ,․
이터 방송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정의한다, .

통합 융합화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서/ : , ,○ ․ ․ ․
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

○ 고품질화 고음질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단대단: ,

(End-to-End) 품질 보장하여 전달함을 의미(QoS)

광대역화 유선 가입자당 각 무선 기술에 따라 평균: 50~100Mbps,○

를 제공하며 기지국 당 이상을 보장1Mbps 50Mbps

다기능화 를 기반으로 홈 네트워: Security, Open API RFID/USN,○

크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와 융합, URC

서비스 분류2.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응용서비스의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BcN 2 .

기본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의 역무‘ ’ 1)에 분류된 서비스가 모두 포함

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응용서비스는 기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

비스라고 할 수 있다.

기본서비스는 유선서비스 무선서비스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종류, , 3․
로 구분할 수 있다.

유선서비스 전화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 BcN , BcN ,○

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VoIP)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역무 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3 : , ,

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전화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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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서비스 서비스 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무선랜 서비스: WiBro , 3 ,○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 기반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 IPTV(QoS ), ,○ ․
지상파 디지털지상파 디지털위성방송DMB, DMB, ,

응용서비스는 유선 응용서비스 무선 응용서비스 통신 방송 융합 응용, , ․
서비스 복합 응용서비스 기타 응용서비스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5 .

유선 무선 통신 방송 융합 응용서비스는 기본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하/ / ․
는 콘텐츠로 교육 업무 금융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다양한 서비, ,

스들이 세분화될 수 있다 복합 응용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응용서비스.

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기타 응용서비스는 분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유선 응용서비스 전화 응용서비스 인터넷전화 응용서비스 인: BcN , ,○

터넷정보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유 무선 연동 응용서비스( ) , ․
무선 응용서비스 응용서비스 세대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WiBro , 3 ,○

무선랜 응용서비스 유 무선 연동 응용서비스, ․
통신 방송 융합 응용서비스 응용서비스 디지털케이블방송 응: IPTV ,○ ․
용서비스 위성 응용서비스 지상파 응용서비스 디지털위, DMB , DMB ,

성 방송 응용서비스

복합 응용서비스 홈 네트워크 응용서비스 통신로봇 응용서비스: ,○

기타 응용서비스 응용서비스 응용 서비스: u-City , u-Health ,○

응용 서비스 등의 유비쿼터스 응용서비스u-Work

대분류 중분류

기본서비스BcN
유선서비스

무선서비스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응용서비스BcN
유선 응용서비스

무선 응용서비스

통신방송 융합 응용서비스․
복합 응용서비스

기타 응용서비스

표( 2-7 서비스 분류)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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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망 구조3 BcN

의 정의1. BcN

광대역통합망 이란 통신 방(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

디서나 끊어짐 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로 품질 보장망과 통합 망의 두 가지 특성으(QoS) (Convergence)

로 정의될 수 있다.

품질보장망이란 단대단에 대한 이용자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QoS

음성 데이터 통합 유 무선 통합 및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 줄,․ ․ ․
수 있는 통신망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응용서비스별로 계약된 품질수준 을 보장해 줄(SLA)○

수 있는 통신망이다.

응용 서비스별로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를 자동 측정(Realtime❑
Monitoring)

가입자가 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수준 정보를❑
제공

사업자 관점에서 이용자 욕구 충족 및 새로운 수익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QoS .

을 위반한 사용자에 의해 다른 사용자의 저하가 없어야 하SLA QoS○

며 협약된 트래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다.

협약을 위반한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폐기 등 제어 기능 수행❑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품질 보장 등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서○

비스 품질을 위해 네트워크의 선택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 사용자의 요구 에 의해 품질 보장 등급을 변경 선택(On-Demand) /

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따른 과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에 따른 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SLA❑
품질보장은 서비스 제어 계층 전달망 계층 가입자망 홈 및 단말, , ,○

계층에서 보장되어야할 핵심 사항이다.

품질보장을 위한 서비스 및 제어 메커니즘 제공QoS❑
매핑 기능 제공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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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망이란 전화망 인터넷망 이동통신망 전용회선망 방송망 등의, , , ,

백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유 무선 방송 서비스의 융합서비,

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통신과 정보의 종합 객체가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안 인증 이동성 기능을 보유한 망으, , , QoS IP○

로 통합

유 무선 및 이종망간의 통합인증 기능 제공·❑
기반의 제공IP Mobility❑
기반의 제공IP QoS❑

목표망2. BcN

그림( 2-1 목표망의 모습) BcN

의 목표는 다양한 가입자 망에 접속된 이용자별 서비스별 요구에BcN ,

따라 단대단에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하여 보장하는 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달망 계층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및 도시 내부 또Core Network

는 중소 도시 간을 연결하기 위한 으로 구현되고 가입자Metro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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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계층은 유선망 무선망 케이블망과 이들 간의 전달망 접속을 위한, ,

통합 액세스 노드로 구성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망Access Network .

자원의 효율적 제어 호 처리 및 보안을 위한 망 자원 제어 유 무선 통, , ․
합 및 통합 보안 플랫폼 단말의 이동성 지원 다양한 가IMS , IP , 입자망

접속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인증이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응용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과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위한 서버들이 구현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홈 단, ․
말의 출현 및 과의 통합이 예상된다USN/PAN .

개념도 및 특징3. BcN

서비스 제어 계층

가입자망 계층

Voice

High Quality Video

Medium Quality Video

Low Quality Video

Real-time Data

Interactive Data

Transaction Data

Best Effort Data

• DMB 

• 지상파, 위성

기존 유선망

• 통방 융합

• PON, AON

• 3G/4G, Beyond-Wibro

• Beyond-WLAN

기존 무선망

방
송

A
N

유
선

A
N

C
o
m

m
o
n
 A

N
무

선A
N

BcN Core Network

전달망 계층

네트워크 제어

Home G/W

홈 및 단말 계층

서비스
연동

신호 채널
데이터 채널

기존 Network

S
e
rvic

e
 E

d
g
e
 N

o
d
e

제어
연동

데이터
연동

Qo  
트 자 네트워크

treaming/Content Broadcasting
ubsystem

P TN Emulation ubsystem

Core 
IP Multimedia ubsystem

ser Profile erver
unction

Charging unction

A lication erver
unction

망 연동
제어 기

이동성
지

그림( 2-2 개념도) BcN

각 계층별 목표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어 계층 신규서비스 도입에 용이한 개방형 서비스와 차별:○

화된 서비스 품질 제어 및 서비스 사용 인증 기능 제공

네트워크 제어 요청된 서비스에 따른 가입자 및 전달망 자원의 제:○

어와 가입자 접속 인증 및 가입자 이동성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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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망 계층 다양한 가입자망 접속에 대한 통합과 품질보장형:○

및 중심의 망으로Service Edge Node Label Switch BcN Core

차별화된 품질 및 신뢰성 제공과 세분화된 보안성 제공

가입자망 계층 통 방 융합 및 단대단 품질 보장을 위한: FTTH,○ ㆍ

고도화와 통합 을 통한 가입자망 통합HFC Access Node

○ 홈 및 단말 계층 지능형 홈서버와 유비쿼터스 단일망의 홈 네트워크:

연동 연동은 크게 전달망 연동 망 제어 연동 서비스 연동으로 나: , ,○

눌 수 있다 전달망 연동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기술 간의.

연동을 말하며 망 제어 연동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제어와 트래픽

에 대한 인증 보안 사용자 정책 등을 관리한다 서비스 연동은 여, , .

러 서비스 제공 서버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서비스 제

공을 보장한다.

목표 망은 전송 계층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망에BcN

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며 서비스 제어 계층에서는 전달망BcN

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

을 보장할 수 있는 망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 방송 멀티미디어콘텐츠 가상회선 등의 종합 통신 서비스 제, , ,○

공 가능한 광대역 인프라 역할을 수행

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통합❑ ･
홈 네트워크 및 의 융합RFID/USN❑

유선 무선 방송 등의 다양한 가입자망 기술을 통합하여 안전하고, ,○

신뢰성 있는 통합 인증 및 과금 기능을 제공

다양한 가입자망의 접속 인증 및 서비스 인증❑
인증 및 과금을 위한 가입자 단말에 대한 식별체계 통합 및 연동/❑

트래픽의 고속 처리와 플로우 기반 보장을 통한 차별화된IP QoS○

품질의 맞춤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이 보장되는 개인화 서비(Pers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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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의 유 무선 통합 서비스 등의 음성 데이터 통합 서WiBro , MMoIP○ � �

비스 등의 통 방 융합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과 신뢰성 및, IP-TV �

안정성 제공

다양한 통 방 융합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제어 지원·❑
기반의 개방형 서비스 제공Open API❑

융합 서비스를 위한 주소체계 제공❑

이동성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광대역 이동 서비스 제공○

가입자 단말 네트워크에 대한 이동성 지원, ,❑

목표 수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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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표수준

통합

서비스

음성데이터․
통합

급 영상전화 광대역 음성코덱 채용30FPS/D1 , ,
망 사업자간 직접 연동 급 음성 품질 도입, CD

유무선․ 통합 등 광대역 유무선망간 통합서비스 제공3G, FTTH ․
통방 융합․ 급 품질보장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HD

서비스

및

제어

플랫폼

Open API 통신․방송 융합 도입Open API G/W
서비스 제어

유․무선 통합 및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제어 플

랫폼 구축

전달망

패킷망IP
전면지원 및 이동성 멀티캐스트 트래픽의IPv4/IPv6 ,

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이 보장 가능한 테라급 통합망

구축

광 전송망 테라 페타 급의 광전송망~ DWDM/OXC
망 제어

망 제어 플랫폼 확대에 의한 관리QoS ,
통합 보안 통합 인증 이동성 지원, ,

가입자

망

유선 완전구축및 지속확장FTTZ FTTH
무선 가입자당 평균 기지국 당 이상 제공1Mbps, 50Mbps
방송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통방 융합망 구축․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도입 보편화 및,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확대

Security 개별망 피해 확산 방지 공격자 역추적 및 증거 수집 체계,
구축

표( 2-8 목표 수준) BcN

주소 체계5.

개 요5.1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소 체계란 국제표준방식의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

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있는 정보체계로 숫자 문자 부, ,

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주소 주소 와 무선(IP ) ENUM,

인터넷콘텐츠접근체계 등을 포함한다(WINC), DNS, RFID ODS .

주소 체계의 필요성5.2

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정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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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단말의 위치 식별이 가능한 주소부여가 필요하다 즉 유비쿼터스 컴. ,

퓨팅 환경에서 기반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서비스도 이용 가IP

능한 식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상황 인식이 가능한 주소체계가 도입되

어야 한다.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을 기반으로 한All-IP ENUM Web, E-mail,○

전화 팩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 사이의 융합, , SMS (Convergence)

을 지원할 수 있는 주소 자원이 필요하다.

고려사항5.3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 간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융합형BcN○

인터넷 주소체계가 도입되어야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기반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IP○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 식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상황인식이 가능한

지능적인 인터넷 주소체계가 도입되어야한다.

각 계층별 적용되는 주소체계는 사업자의 수익 확보와 사용자의 편○

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등을 통한 송수신 를 명IPv6, ENUM ID

확히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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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비스 제어 계층3

본 장에서는 광대역통합망의 서비스 제어 계층에 대해서 기술한다 광대.

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어 계층은 음성 데이터 통합서비스와 유ㆍ ㆍ

무선 연동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망 구성에서부터 통 방 융합서ㆍ

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망 구성에 이르기까지 의 다양한 유 무선 접속BcN ㆍ

망 및 단말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 및 세션을 제어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어 계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

구사항 계층 구조 구성 요소 등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다, , .

제 절 서비스 제어 계층 요구사항1

서비스 제어계층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을 제시한다 예상되는 서비스는 크게 유 무선 통합서비스 음성 데이터. ,ㆍ ㆍ

통합서비스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은 서비스를 위하, . BcNㆍ

여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베어러 호 세션 응용 서비스 간에 제어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 / , / .○

서비스 관련 기능은 하부 전달망 기술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종단 사용자에게 기존망 서비스에 대하여 더욱 개선된 유연성 접( ) ,○

근성 가용성 및 간편성과 같은 서비스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한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는 접속한 가입자망에 관계없이 통합, ( )○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한다.

다양한 식별자 방법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ID) . (Email, Phone○

Number, SIP URI, ...)

서비스를 요청하는 들의 서비스 이용 타당성을 검증하기End-user○

위한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방된 서비스 구조와 상호연동성을 통하여 신규서비스 수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을 용이. (capability)

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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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인터페이스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선 교환망에서 패킷 교환망으로의 발전 및 기존망으로부터 진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과 같은 기존 망과의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PSTN .○

음성 데이터 통합 서비스 유 무선 통합 서비스 통신 방송 융합 서비· , · , ·○

스 등 복합형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형태의 가입자망 접속을 지원하며 기술 독립적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의 이동망 및 유선 가입자망 간에 일반적 이동성을 제공하○

여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 한정된 망 자원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

야 한다.

다른 종류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공통적인 관리기능을 제공하여○

야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응용을 지원하여야 한다Third party .○

단말과 망 간 및 등 다양한 연결 형BcN Point-to-Point Multi-point○

태를 지원하여야 한다.

운용 가능한 가입자 수에 대해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단 이용자에게 복잡한 설정 및 운용을 요구하지 않고도 통신의 안○

전성 보안성 프라이버시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자동 검출 및 자동 구성을 위한 서비스 및 망 능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망사업간에 서비스 및 망 속성들을 교환하는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단대단 를 제공하여야 한다QoS .○

통신모드를Man-to-Man, Man-to-Machine, Machine-to-Machine○

지원하여야 한다.

제 절 서비스 제어 계층 구조 및 구성요소2

서비스 제어 계층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타입의 추가 시 망 구성이 용이한 서브시스템 기반 구조로 되어 있

으며 서비스 타입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프로파일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 및 과금 시스템이 존재하고 다양한 부가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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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 외부 응용 서버들이 존재하며 타 망 접속 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연동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체 망 내에서 서비스 제어 계층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BcN .

그림( 3-1 서비스 제어 계층 구조도)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1.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은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IP SIP

는 서브시스템이며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을, 3GPP IMS

기반으로 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여기서 는 과 과 같은. IMS xDSL WLAN

액세스네트워크 유형들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네트워크로 확장되어 여

겨질 수 있다.

P-CSCF(Proxy-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세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 대신 세션 제어 요청❑
액세스 전송 기능과 기능을 위해 를 통해End-User RACF❑

제어ABGF(Access Border Gateway Function)

액세스 전송 기능 지원을 위해 를 통해 기능RACF Access Node❑
과 기능 제어Edge Node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19 -

I-CSCF(Interrogating-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목적지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사용자인 모든 서비스 커넥션들❑
과 오퍼레이터 네트워크 내 연결

S-CSCF(Serving-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세션 설정 수정 종료 세션 제어 및 등록Session Origination( , , ), ,❑
세션 제어 메시지 라우팅

BGCF(Breakout Gateway Control Function)○

네트워크 선택PSTN Breakout❑

MGCF(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

과 상호작용을 위해 패킷 기반 전송과 서킷 기반 전PSTN/ISDN❑
송 간 상호작용 기능을 제어

MRCF(Media Resource Control Function)○

미디어 자원 처리 제어❑

USIWF(User Signalling Interworking Function)○

측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링을 위한 상호Subscriber❑
작용 및 정보 선발 기능 제어

NSIWF(Network Signalling Interworking Function)○

측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링을 위한 상호작Trunking❑
용 제어

MRBF(Media Resource Broker Function)○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요청에 대해 미디어 서버 자원 할당❑
미디어 서버 자원 이용 및 상태 관리❑

본 기능들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및 관련 인터페이스 규격은 3GPP,

등의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3GPP2, ITU, TISPAN, ATIS NGN

의 간 조화 및 상호 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IMS .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20 -

에뮬레이션 서브시스템2. PSTN

에뮬레이션 서브시스템은 망에 접속한 기존의 단말PSTN BcN PSTN

로 에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시스템이며 멀티미디어PSTN , IP

서브시스템에 이 추가되어AGCF(Access Gateway Control Function)

역할을 수행한다 는 단말이 멀티미디어 서. AGCF Legacy PSTN BcN IP

브시스템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인증 보안 기, ,

능을 수행하고 시그널링 변환과 액세스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어,

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스트리밍 콘텐츠 방송 서브시스템3. /

스트리밍 서브시스템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RTSP Streaming

서브시스템이며 콘텐츠 방송 서브시스템은 방송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 ,

콘텐츠를 다수의 단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브시스템이다 타 서브시.

스템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User Profile

연동 및 인증 과금 등을 위해 공통 기능요소와 연동한다, .

스트리밍 서브시스템의 일례로써 서비스 플랫폼이 있을 수 있IP-TV

으며 서비스를 위하여 영상 신호의 압축 및 패킷화 하IP-TV H.264 IP

는 기능 실시간 채널에 대한 암호화 및 콘텐츠의 사전 암호화 기, VoD

능 각 시스템들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정보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 및 부가 서비스 제공 기능이 구현되어져야 한다 이와Coordinator .

같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구조 및 상세 구성요소는 현재IP-TV

또는 을 통해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FG-IPTV ITU-T SG13 .

응용 서버 기능4.

응용 서버 기능 는 사업자 내 외부(Application Server Function) BcN /

망에 존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기Value-added

능요소이다 이 서비스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응용서비스이거나 기본 호. ,

와 결합한 부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응용 서버는 일.

반적으로 사업자망 내부에 존재하는 응용 서버들과 개방형서비스 구조

를 채택한 사업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응용 서버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기능들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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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기능Hosting Executing○

지원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계층 간 상호작용 지원○

다중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서버들 간 상호작용 관리○

기존 지능망 서버로 접속 및 상호작용 제공○

내부 응용 서버 기능4.1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서버가 일반적이며 기존의SIP ,

지능망 서버들도 포함된다 방식의 서버가 아닌 기존 지능망 방식. SIP

의 응용 서버와 연동하기 위하여서는 정합 기능인 가 필요하다IM-SSF .

서비스 제공 시 가입자 프로파일 및 각종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서버 기능 과 연동하며 과금 처리와(User Profile Server Function) ,

인증 수행을 위해 인증 기능 및 과금 기능(AAA Function) (Charging

과도 연동한다 또한 서비스에 따라 품질 보장이 필요한 경우Function) . ,

네트워크 제어 및 전달 계층과 연동하여 서비스 요구사항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개방형서비스 플랫폼 기능4.2

사업자망의 통신 자원을 외부로 공개하여 인터넷 등과의 결합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 개방형서비스 플랫폼은 통신사업자 내부에 존재하는 서

비스 게이트웨이와 외부의 서비스사업자가 보유하는 응용서버로 구성된

다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응용 서버의 요청을 통신망내의 각종 장치들로.

연계하고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

가입자 정보 서버 기능5.

가입자 정보 서버 기능은 다음과 같은 가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요소이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어 계층 서브시스템 및 애플리케이,

션과 연계된다 이는 데이터 저장 및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기능을 사용한다.

서비스 레벨 사용자 식별자 번호 및 주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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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레벨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정보○

서비스 레벨 사용자 위치 정보 서비스 레벨 등록 및 시스템 단위의(○

위치정보)

서비스 레벨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서비스 레벨 사용자 상태 정보 온라인 오프라인 상태( / )○

서비스 레벨 사용자 과금 정보○

서비스 레벨 사용자 서비스 신청 정보○

가입자 정보 서버 기능 노드가 망 내에서 하나 이상일 경우 특정 사,

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노드를 조회하기 위해 가입 위치 조회 기능을

사용한다.

인증 기능6.

기능 은 서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Function)

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능요소이

다 이는 의 서비스 타당성 확인과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 End-user

이스의 정책 규정을 이용한 서비스 레벨에서의 정책 제어 수행(policy)

을 위해 서비스 인증 및 권한 기능을 사용한다.

과금 기능7.

과금 기능 은 서비스 제어 계층의 여러 기능요소(Charging Function)

들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과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과금 시스

템으로 보내기 위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요소이다.

과금 종류로는 사용자별 서비스별 콘텐츠별 다양한 조건과 실시간, ,

및 비실시간 과금 방식을 모두 지원하며 다음 기능들(Online) (Offline) ,

을 통해 과금 처리를 수행한다.

네트워크 자원 이용률을 기반으로 과금 이벤트 생성○

과금 데이터 기록을 위해 과금 이벤트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용○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네트워크 자원 이용 또는 과금 이벤트 위한○

권한 부여를 거의 실시간으로 수행

네트워크 자원 이용에 대한 과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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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연동 제어 기능8.

망간 연동 제어 기능은 사업자 망간 존재하여 서비스 제어 계층BcN

연동 관련 각종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으로는 전달망 계층. ,

에 존재하는 망간 연동 게이트웨이의 자원 관리 각종 제어 메시지의 보,

안 망 내 토폴로지 숨김 프로토콜 정합 등이 있다(Screening, FW), , .

서비스 이동성 지원9.

다양한 접속 방식 및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이동체 단말 사용자 네( , ,○

트워크 등 의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위해) Mobility

에서는 이동체의 위치 관리 기술Management Platform (Location

핸드오버 기술Management Function), (Handover Management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Function) .

이동체의 위치 관리○

이동체의 위치관리를 위한 Location Management Function❑
은 계층적으로 와 로 구분된다(LMF) Local LMF Home LMF .

는 가입자 망에서 이동체의 위치관리를 담당하며Local LMF ,

는 백본 네트워크에 위치하여 로부터 전달Home LMF Local LMF

되는 이동체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이동체의 위치관리를

담당한다.

이동체의 위치정보 등록 및 변경 시 이동체는 해당 도메인을 관,❑
리하는 에게 위치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수신한Local LMF .

는 에게 이동체의 위치 정보를 전달해야Local LMF Home LMF

한다.

이동체의 위치파악을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도Local LMF❑
메인에 이동체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고 자신의 도메인에 이동,

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에게 를 전송하여 이Home LMF Query

동체가 등록되어져 있는 를 획득하여 이동체의 위치정Local LMF

보를 획득한다.

이동체의 핸드오버 관리○

이동체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핸드오버 관리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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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에서 핸드오버를 제공하는 방안 과Network Layer (MIP)

혹은 에서 핸드오버를 제End-to-End transport session Layer

공하는 방안 으로 구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SIP/mSCTP/...) .

제 절 서비스 제어 계층 정합3

서비스 제어 계층은 하위의 네트워크 제어 전달망 계층 가입자망 계층, ,

과 연동하여 가입자별 서비스별 종단 간 제공 시 필요한 서비스 요구/ QoS

사항 및 세션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미디어 트래픽 처리 시스템과 직, /

접 연동하여 자원 제어를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어 계층은 다음 기능들 간의 연동을 통해 타 계층들과의 연동한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계층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과 연동한다.

서비스 계층과 전송 계층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은 다음 기능들 간 연동을 통해 전송 계층과 연동한다.

서비스 계층은 전송 계층에서 전송 제어 기능(Transport Control

을 수행하는Function) NACF(Network Attachment Control

과 전송 기능Function), RACF(Resource Access Control Function)

을 수행하는 과 연동한다Transport Function .

서비스 계층과 전송 제어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과 제어 계층의 전송 제어 기능 간 연동은 다음 가지2

경우의 연동을 통해 이뤄진다.

서비스 계층과 간 연동NA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위치관리기능과의 연동- P-CSCF NACF

서비스 계층과 간 연동RA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P-CSCF RACF PDF(Policy Decision

간 연동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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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층의 간 연동- AG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간 연동- MGCF RACF PDF

서비스 계층의- I-BGCF(Interrogating Call Session Control

과 의 간 연동Function) RACF PDF

서비스 계층과 전송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과 전송 계층의 전송 기능 간 연동은 다음 가지 경우의5

연동을 통해 이뤄진다.

서비스 계층과 코어 전송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코어전송기능의 미디어 자원 처리 기- MRCF

능과 간 연동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코어전송기능의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MGCF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과 코어전송기능의 와- MGCF TMGF Core

간 연동Transport Function

- 서비스 계층의 와 코어전송기능의I-BGCF

I-BGF(Interconnection 와Border Gateway Function) Core

간 연동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과 및 코어 전송 기능 간 연동RA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P-CSCF RACF PDF TRCF(Transport

그리고 코어전송기능 간 연동Resource Control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P-CSCF RACF PDF

와 간 연동A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P-CSCF RACF PDF

와 간 연동I-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코어전송기- AGCF RACF PDF TRCF

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AGCF RACF PDF

와 간 연동A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AGCF RACF PDF

와 간 연동I-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코어전송기- MGCF RACF PDF TR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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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MGCF RACF PDF

와 간 연동A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MGCF RACF PDF

와 간 연동I-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코어전송- I-BGCF RACF PDF TRCF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I-BGCF RACF PDF

와 간 연동A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코어전송기능의- I-BGCF RACF PDF

와 간 연동I-BGF Core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과 액세스 전송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액세스전송기능의- AGCF AMGF(Access Media

간 연동Gateway Function)

서비스 계층과 및 액세스 전송 기능 간 연동NA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위치관리기능과 액세스 관리 기- P-CSCF NACF

능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간 연ARF(Access Relay Function)

동

서비스 계층과 및 액세스 전송 기능 간 연동RACF❑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P-CSCF RACF PDF

와 간 연동A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액세스전- P-CSCF RACF PDF TRCF

송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P-CSCF RACF PDF

와 간 연동E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AGCF RACF PDF

와 간 연동A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액세스전송- AGCF RACF PDF TRCF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AGCF RACF PDF

와 간 연동ENF Access Transpor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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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MGCF RACF PDF

와 간 연동A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액세스전송- MGCF RACF PDF TRCF

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MGCF RACF PDF

와 간 연동E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I-BGCF RACF PDF

와 간 연동ANF Access Transport Function

서비스 계층의 와 의 와 그리고 액세스전- I-BGCF RACF PDF TRCF

송기능 간 연동

서비스 계층의 와 의 그리고 액세스전송기능의- I-BGCF RACF PDF

와 간 연동ENF Access Transpor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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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전달망 계층4

전달망은 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써 크게 백본

네트워크와 메트로 네트워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수많은 특성을 가진 서.

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수행,

하는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이 존재한다 네트워크 제어플랫폼은 메트로 네.

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메트로 네트워크 제어플랫폼과 백본 네트워크를 제

어하는 백본 네트워크 제어플랫폼으로 나뉘어진다 백본 네트워크는 백본.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며 백본 네트워크 제어 기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송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다 메트로 네트워크는 메.

트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며 메트로 네트워크 제어

기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전송 품질을 차별화 한다 네트워크 제어 플.

랫폼에서는 이 두 전달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 제어 기능을 비롯하

여 트래픽과 자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차세대 네트워크는 기존 망에서 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망은BcN

기존 망에서 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구조,

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전달망 계층에서는 전달망의 전체적인 구조.

와 구성요소 그리고 전달망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 및 각 요소별 정합을 정

의한다 단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패킷 처리 부분 이외의 기술은 언급하지. ,

않는다.

제 절 전달망 계층 요구사항1

전달망 계층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요구한 보장을 위해 협QoS

약을 위반한 자원 사용으로 다른 사용자의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QoS ,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과 사. QoS SLA

용자의 요구 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생각하여(On-Demand)

야 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동적인 보안체제. ,

기능 등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요구된다O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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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관리1. (QoS)

품질보장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트래픽 분류, Metering/Marking,○

트래픽 전달망의 경우 트래픽 전달망의Shaping( Optional), Policing(

경우 버퍼 관리 등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Optional), , Queueing .

전달망에서 발생 시 품질보장등급이 낮은 트래픽을 우선Congestion○

적으로 폐기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등급이 높은 트래픽을 우선적으,

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를 제공하기위해 네트워크 제어플랫폼 은QoS based Service (RACF)○

서비스 제어플랫폼으로부터 전달된 서비스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전

달망 노드의 자원을 예약하기 위하여 및Resource Reservation

이 제공되어야 한다Monitoring Function .

전달망 자원이 요청된 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서비스 프로,○

파일과 가입자의 에 따라 호 수락 제어 기능이 적용되어야SLA (CAC)

한다.

전달망의 네트워크 제어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 등급을 구분하고,○

에서 협약위반 트래픽의 폐기 혹은SEN (Service Edge Node) 　 　

처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Tagging .

을 에 알려 줄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Backbone control platform

우에도 트래픽 협약 위반 서비스로 인해 현재 서비스 중인 트래픽　 　

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입자는 다양한 요금 선택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전달망이,○

제공할 수 있는 전달 품질의 등급과 종류 가용성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호 수락 제어 의 수락 거부의 기준으로 사. (CAC)

용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하여 전달망의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에서 분류하여 적절한 품질 경로로 전송하여야 한다.

○ 단대단 보장을 위한 의 도입 방안과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QoS SLA .

서비스별 소요대역 손실 지연 지터 목표치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 ,○

위한 단대단 적용이 필요하다QoS .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캐스팅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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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인증 기능 제공2.

전달망에서 보안기능은 선택사항이나 보안을 위한 능동적 침해대응○

체계 구축과 유해 트래픽의 침입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망 통합 및 연동에 따른 보안피해의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종망간의 상호연동에 따른 접근통제 및 인증 고려되어야 한다.○

에서 인증된 가입자 정보에 의하여 자원예약이나 제어SEN Traffic○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금 및 정산을 위해 망사업자의 관문 백본의 경우 해당정보를 기록○

할 수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과금 및 정산서버에 해당 정보를 알,

려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접속 방식 및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이동체 단말 사용자 네( , ,○

트워크 등 의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권한 기) /

술 위치 관리 기술 핸드오버 기술 등이 필요하다, , .

전달망의 경우 타망과의 연동 시 요금 및 정산을 위해 해당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과금 및 정산서버에 해당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공3.

망 신뢰성 및 회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링크 결함 고장 탐지 및 보고/○

기능 이 필요하며 이를 사용자 및 운용자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에,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에 의해 시작되는 기능이 제공되어OAM(User initiation OAM)

야 하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Connection continuity check OAM .

○ 필요에 따라 사용자 혹은 운용자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에서,

performance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monitoring .

○ 필요에 따라 사용자 혹은 운용자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에서,

Loopback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 기능과 적용 형태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수집 상위OAM , ,○

서비스 제어 계층과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능은 도입되는 망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OAM○ 　

가능하여야 한다.

타망과의 연동 예 시 적절한 기능의 에뮬레이( : Metro Ethernet) 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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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망간 연동4.

백본망과 기존 망 사업자간의 백본망의 연동이 이루어져BcN , BcN○

야 한다.

사업자간의 연동을 고려하여 사업자간의 백본 경계 노드에서는, BcN○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QoS Mapping .

물리계층 데이터 계층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고려하고 망간 시그널링/ ,○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 연동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타망과의 연동 예 시 적절한 기능의 에뮬레이( : Metro Ethernet) OAM○

션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과금 및 정산을 위해 전달망 는 필요한 과금 및 정산ingress node○

관련 정보를 수집 기록하여야 한다 추후 적절한 과금 신호채널을 통.

해 타망의 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네트워Egress Node ,

크 제어 플랫폼에 제공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과금 서버에 과금 및

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간 연동 과금을 위해서는.

상호 정산을 위한 통합된 과금 정책이 있어야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32 -

제 절 전달망 계층 구조 및 구성요소2

그림( 4-1 전달망 계층 구조도)

전달망 계층은 그림 와 같이 다양한 가입자 기술을 수용하며( 4-1)

와SEN(Metro edge node, Backbone edge node) Network control

등으로 구성platform(Metro control platform, Backbone control platform)

되며 기존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Best Effort .

○ Metro edge node 다양한 가입자망과 전달망을 연결해 주는 역할:

을 담당하는 노드로써 모든 가입자망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거

나 필요에 따라 기능을 분할할 수 있다.

○ Backbone edge node 메트로 네트워크와 백본 네트워크 및: BcN

기존 백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로써 품질

보장을 요구하는 트래픽의 경우에는 전달망으로 연결하고 나머BcN

지 트래픽은 기존 전달망으로 연결한다.

○ Metro control platform 메트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 노:

드들과 백본 네트워크의 서비스 에지 노드를 위한 트래픽과 자원 제

어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이다Metro RA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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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bone control platform 메트로 제어 플랫폼과 백본 네트워크:

내 서비스 노드를 위한 트래픽과 자원 제어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

는 이다Backbone RACF .

○ Legacy Network 로 품질 보장이 되지 않는: Best effort IP Network

기존의 전달망을 의미한다.

제 절 전달망 계층 정합3

그림( 4-2 전달망 계층 기능)

는 유 무선 방송 등의 각 액세스 망과의 정합 기능을 제공 가능SEN ,○ ․
하여야 하며 기존 전달망 및 타 망과 연동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들,

간의 정합 기능이 필요하다.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어계○

층과 네트워크 제어플랫폼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들

간의 정합이 정의되어야 한다.

정책기반의 자원제어 단대단 호 수락 제어 서비스별 차별화, (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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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품질 제공 등 서비스 단위의 트래픽 제어 및 제어를 위하여QoS

전송망과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과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간의 정합이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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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가입자망 계층5

제 절 가입자망 개요1

가입자망은 홈 단말에서 전송된 트래픽을 전달망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유선 가입자망 무선 가입자망 방송 가입자망으로 구분된다 에서, , . BcN

는 다양한 가입자 망의 형태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를Seamless Service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 망간의 융합 즉 이 기종 망간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 제어 서비스 사용 인증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 , /

스 제어 계층 및 전달망의 자원 제어 기능과 가입자 접속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제어 계층과 연동되어 상기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제어 계층과 가입자 망 구간과는 품질 이동성 보안 등을. , ,

위하여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져

야 한다.

제 절 유선 가입자망2

유선 가입자망은 매체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한 댁내 가까이까지 광 선로

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품질관점에서는 단대단 서,

비스 품질보장이 가능한 양방향 이상의 광대역 가입자선로를 각100Mbps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절에서는 유선 가입자망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본 후에 유선 가입자망의 구조 및 구성요소와 유선 가입자,

망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한다.

유선 가입자망 요구사항1.

다양한 종류의 유선 가입자망 지원 다양한 기술 및 능력의 가입자:○

망들을 전달망과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를 기반으로. IP

하여 전송하여 주는 기능 필요하다.

품질 보장 기능 제공 메커니즘은 유선 가입자망의 종류에 따: QoS○

라 다르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달망의 품질 제공 메커니즘과 연동하는 기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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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보안 과금 액세스 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용자들에 대한/ :○

식별 및 과금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금을 제어하기 위하.

여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전달망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액세스.

망에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기능을 탑재하여 불법사용자에 대한 원

천적인 접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무선 가입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연동 기능 무선 가입자망과의 연동:○

을 위한 기반의 이동성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 및 상태 정보IP . QoS

를 연동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서비스 제어 계층과의 연동 기능 단말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

스 을 서비스 제어 계층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Signal .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가 예 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Signal ( :SIP)

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유선 가입자망 구조 및 구성요소2.

유선 가입자망에는 다양한 전송 매체와 기술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림( 5-1 유선 가입자망의 종류) BcN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38 -

가입자망2.1 xDSL

기반 방식의 가입자망은 주로ADSL (ATM xDSL) : ATM xDSL○

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및 네트워크ADSL DSLAM, BRAS ATM (ATM

스위치 로 구성된다 은 각 가입자의 신호를 또는) . DSLAM xDSL VC

단위로 집선화하여 네트워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VP ATM

다 이렇게 전달되어진 가입자 트래픽은 에서 또는 단. BRAS VP VC

위로 연결을 종단하여 백본망과 연동을 하며 각 가입자에 대ATM ,

한 인증 할당 등의 역할을 한다 본래 은 국사에 설치되, IP . DSLAM

는 것이 기본 개념이나 과 같이 고품질 고속을 요구하는 서비스BcN /

에서는 광장비를 통해 가입자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입자.

인근지역 망구성 형태는 반송파장비 장비를 이용한 구(FLC) overlay

조를 취하거나 직접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ATM

다.

기반 방식의 가입자망은 주로 에VDSL (IP xDSL) : IP xDSL VDSL○

사용되는 방식으로 과 스위치 장비로 구성된다 원격에DSLAM L2/L3 .

설치된 에서는 각 가입자의 신호를 집선화하여 또DSLAM xDSL L2

는 스위칭을 처리하여 상위 스위치 장비로 넘겨주는 역할을L3 L3

한다 이렇게 처리된 가입자 인근지역의 가입자 트래픽은 국사에 있.

는 스위치에서 집선 되어 백본과 연동된다L3 .

그림( 5-2 가입자망의 구조) x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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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입자 단말은 접속을 위한DSALM : DSLAM PPP, PPPoE,○

방식의 프로토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 데이터 서Bridged ,

비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제공이 가능하AAL5, AAL2

여야 한다 또한 가입자 단말은 복수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 PVC

다 인터페이스는 의 규정에 따르며 상위 망장비와의 인터. xDSL ITU ,

페이스는 규격을 따른다 에서는 각 의ATM . DSLAM xDSL Line Rate

조정을 통해 가입자당 전송속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각 가입자,

당 복수의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각 는 내에서PVC . PVC DSLAM

되어 처리되며 별로 트래픽 제어가cross connect , PVC VBR, UBR

가능하여야 한다.

의 가입자 단말은 과 형태로IP-DSLAM : IP-DSLAM DSLAM Bridge○

연결되어 있다 인터페이스는 규정에 따르고 상위 망장비. xDSL ITU ,

와의 인터페이스는 규격을 따른다 에서는 의IEEE 802 . DSLAM xDSL

조정을 통해 가입자당 전송속도 제어하며 가입자 트래픽Line Rate ,

에 대해 스위칭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가입자에 대한 보안을L2 .

확보를 위해 패킷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VLAN, . QoS

를 위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멀티캐스팅 트래픽 처리를802.1p ,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의 용량에 따라IGMP snooping .

상향 장비와는 또는802.3u (fast ethernet) 802.3z/802.3ab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대역확장을 위한(gigabit ethernet) , 802.3ad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link aggregation) .

는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제BRAS : BRAS ATM Ethernet , QoS○

공을 위한 자원예약 과금을 위한 트래픽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 또, .

한 집선화 집선화 및 종단 브릿징 라우팅, IP , PPP , VLAN , , IGMP,

멀티캐스트 기능 등을 지원한다 는 독자적인 형태 혹은IP . BRAS

이나 서비스 에지 노드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다DSLAM .

가입자망2.2 FTTx

은 광분배 네트워크 중간에 수동형 장비PON : PON (Splitter, AWG)○

에 의해 가입자에게 광신호가 분기되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TDM

식의 과 방식의 으로 구분된다PON WDM P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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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신호 부터의 신호 는 광 분배기를 통해TDM-PON : (OLT ) 1xn○

로 방송되며 상향 신호 로부터의 시간 는 시분할 방식으로ONU , (ONU )

매체접근제어를 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은 프로토콜에 종. TDM-PON

속적이며 방식 방식A-PON(ATM ), E-PON (Ethernet ), G-PON

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의 계층적 구(Gigabit-Ethernet PON) . PON

조는 로 구분된다 및 는 광 네트워크의ONU, ONT, OLT . ONU ONT

가입자측 종단 장치로서 는 하나의 단말만 수용이 가능하지만, ONT

는 복수의 단말 수용이 가능하다 는 신호를 집선화하ONU . OLT PON

여 상위 장비와 연동시켜주는 장비이다 전송속도 역시 약간씩 차이.

를 보이는데 은 상 하향 은 상 하향ATM-PON / 155M/622M, E-PON /

의 경우 상 하향 또는 의 전송 속도를 제공1.2G, G-PON / 1.2G 2.4G

하여야 한다.

가 별로 트래픽을 파장으로 분리하여 송수신WDM-PON : OLT ONU○

하는 형태로 망구성이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투명하게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다 망은 과 비슷한 계층구조를 가. WDM-PON TDM-PON

지는데 와 간 전송은 특별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이 아ONU OLT

니라 프로토콜에 투명하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망 확장성 보안, . ,

문제에 있어서 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TDM-PON .

라고도 하며 광 분배 네트워크 중간에 능동형 장AON : Active Star ,○

비가 설치되며 그 장비로부터 각 가입자 또는 노드 까지 형태로, ( ) star

구성된다 방식과 망구성이 동일하며 댁내 또는 노드 까지. Ethernet ( )

광으로 연결된다는 점만 다르다.

그림( 5-3 가입자망의 구조) FT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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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2.3 HFC

데이터 구성요소는HFC : HFC CMTS(Cable Modem Termination○

와 으로 구분되며 는 집선 기능의System) CM(Cable Modem) , CMTS

역할을 하고 은 단말의 역할을 한다 망은 다양한 양방향CM . HFC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분할을 할 필Cell

요가 있다.

인터페이스는 규정에 따르고 상위 망장비와의CMTS : CMTS ITU ,○

인터페이스는 규격을 따른다 에서는 가입자당 전송IEEE 802 . CMTS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가입자에 대한 보안을 확보를 위해, DOCSIS

에서 규정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BPI (Baseline Privacy Interface)

다 또한 는 에 명시된. QoS DOCSIS CIR (Committed Information

Rate), UGS (Unsolicited Grant Service), UGS/AD (Unsolicited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Grant Service with Activity Detection)

며 멀티캐스팅 트래픽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 PIM, IGMPv2

야 한다 장비의 용량에 따라 상향 장비와는 또는. IEEE 802.3u IEE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802.3z/802.3ab .

그림( 5-4 가입자망의 구조) HFC

2.4 Ethernet

과 동일한 기반으로 가입자 트Ethernet : IP-based xDSL Ethernet❑
래픽은 일차적으로 스위치에서 집선화되어 원격지에 설치된L2 L3

스위치로 전달된다.

스위치 가입자 트래픽의 집선화와 보안 및 품질 기능을 효과적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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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라우팅 및 패킷VLAN, proxy ARP,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멀티, IEEE 802.1p, Diffserv .

캐스팅 트래픽 처리를 위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PIM-SM .

의 상 하향 인터페이스는 하향은 또는/ IEEE 802.3u IEEE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상향은802.3z/802.3ab , IEEE 802.3z/802.3ab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유선 가입자망 기능3.

그림( 5-5 유선 가입자망 기능 블럭)

○ 가입자망 쪽의 인터페이스 기능은 다양한 인터페Access Interface :

이스에서 전송되어진 트래픽을 수용하는 및 전송Transport Interface

되어지는 트래픽을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Decapsulate .

다양한 인터페이스Transport Interface : (xDSL, FTTH, HFC,❑
등 를 수용하기 위한 접속점 역할 및 다양한 트래픽이Ethernet )

들어올 경우 전송 프로토콜로 쌓여져 있는 프로토콜을 확Client

인하기 위하여 기능을 한다 예 트래픽이 전Decapsulate . ( : ATM

송되어질 경우 트IP 래픽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를 하여Decapsulate

을 확인client Protocol )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Routing and Switching Function :○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43 -

및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가Routing Switching Main Path Failure

가 발생한 후에서 서비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의 트래픽을 조사하여 을 할당하여Core Interface : Layer 3 MPLS Label

주는 기능 및 의 망과 연동하기 위하여 로 표기되어진Core MPLS IP QoS

를 적절한 로 맵핑하여 주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Class MPLS Label 다.

서비스 제어 계층 및 네트워크 제어Access Control Interworking :○

계층과 연동하여 가입자 인증 과금 세션 기반의 실시간성 멀티미디/ ,

어 서비스에 대한 호 세션 제어 네트워크 접속 제어 가입자망 자원/ , ,

제어 및 운영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되어야 한다.

단말 또는 사용자가 보낸 패킷을 확인하여 트래Signal Classifier :○

픽인 일반적인 패킷인지 패킷인지를 분류하는 역Best-Effort Signal

할 즉 일반적으로 를 확인하여 특별한 트래픽인, Port Number Signal

경우 서비스 제어 계층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Packet Inspection :

5-Tuple(Source/Destination/Address/Port/Protocol)을 확인하여 서비

스 제어계층과 연동하여 인증 및 서비스를 결정 즉Policy , IP flow

을 기록 형태로 관리 하여 불법적인 사용자들에 대“Session” (Table )

한 탐지 및 관리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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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가입자망 정합4.

그림( 5-6 유선 가입자망 제어 기능)

지능형 비지능형 단말을 비롯하여 다양한 단말과의 정합과 가입자,○

기술과 전달망간의 정합 기능이 필요하다.

트래픽 진입 인증 정책기반의 자원 및 호제어 단대단 호 수락 제어, ,○

플로우 기반의 등 플로우 단위의 트래픽 제어 및(CAC), TE QoS

제어를 위하여 가입자망과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과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간의 정합이 정의되어야 한다.

유선 가입자망 제어 기능에서는 단말 또는 사용자가 전송해 온 패킷○

에 따라 서비스 용도의 패킷은 서비스 제어 계층과 연동할 수Signal

있는 정합 기능이 필요하다.

제 절 무선 가입자망3

무선 가입자망이란 무선채널을 사용하여 가입자 단말을 연결시켜 주는 액

세스망으로 에서는 다양한 기술 접속기술 대역폭 등 에 따라 존재한다BcN ( , ) .

무선 가입자망은 망 망과 같은 이동통신망cdma2000 1x Ev/DO , WCDMA

과 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정 보행 저속이동 또는WLAN, WiBro , ,

고속이동 등 이용자의 이동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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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무선 가입자망에 대한 요구사항 구성요소 및 무선 가입자망의 기능,

에 대하여 기술한다.

무선 가입자망 요구사항1.

다양한 종류의 무선가입자망 지원 다중 무선접속: (Multiple Radio○

을 지원하여야 한다 세대Access) . Wireless LAN, RFID, WiBro, 2 /3

세대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무선접속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기능“Always Best Access”○

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무선 가입자망 내 이동성 제공 서비스 접속 중인 단말기의 이동으:○

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셀 영역을 벗어나 다른 셀 영역으로 진입하

더라도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핸드오버를 지원

하여야 한다 동종 무선가입자망 아니라 이종 무선가입자 망간에도.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서 핸드오프가 지원되어야 한다.

사용자 인증 및 보안 적법한 서비스 사용자 장치 이외 제 자의 불법: / 3○

적인 사용과 불법적인 액세스 네트워크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인증 서비스와 사용자의 송 수신 정보가 통신 당사자 이외의/

제 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3

야 한다 또한 유 무선 망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 Seamless․
및 보안에 대한 연동이 제공되어야한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단대단 서비스 품질 보장 제공 메커니즘은: QoS○

무선 가입자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품질 보장을 위한 실시간 트래,

픽 측정 감시 및 협약 품질 기능이 필요하다/ (SLA)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금자료 생성 가입자의 서비스 속성:○

에 따라 차등화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

는 다양한 요금 제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반으Bc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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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를 기반으로 하여. Identity

사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선 가입자 망은 현재 이 기종 망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기종○

기술로써 제공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술로써Handover Handover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 기종 망간의 이동 후에도 서비스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동 망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기종 망간의 이동 후에도 동일한 품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공 메커니즘 기능Mobility-Based Qos

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화된 이동성 지원 이종 무선 가입자망간은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선 가입자망 구조 및 구성요소2.

의 무선 가입자망은 기반의 패킷망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서BcN IP

비스를 지원하는 개방형 멀티미디어망 구조를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무.

선 액세스망이 기반의 이동액세스 망으로 진화될 것이다All-IP .

무선 가입자망에는 다양한 무선 전송방식과 기술들이 사용되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세대 이동 통신은 기존 무선. 3

통신과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갖는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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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무선 가입자망의 종류) BcN

가입자망2.1 WiBro

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무선 액세스 시스템WiBro (Radio Access

을 통해 셀룰러 구조로 반경 수백 수 의 서비스 영역을System: RAS) m~ km

제공하고 접속 제어 라우터 를 통해, (Access Control Router: ACR) RAS

간의 핸드오버와 자원 제어를 수행한다.

사업자
IP Network

Public IP Network

OUTDOOR

ACR

AAA

HA

OFFICE

HOME

PSS PSS

PSS
PSS

PSS

PSS

PSS

PSS

PSS

PSS

PSS

. 
. 
.

RAS

RAS
RAS

RAS

ACR

그림( 5-8 가입자망의 구조) WiBro

의 기술기준은 국내 사업을 위한 기술 기준은 방식을 따WiBro OFDM

르고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을 준용하도록, IEEE 802.16e

하며 성능 확보를 위해 다음의 추가적인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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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시 셀 경계에서 최소 하향 및 상향60km/h , 512kbps 128kbps◦
보장

채널대역폭 9 MHz◦ ≥
사업자 장비간 로밍 가능◦
주파수 재사용계수 = 1◦

방식 송수신 간 동기 일치TDD ( time slot )◦

가입자망2.2 3G

동기망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에cdma 2000 1x EV/DO

서의 액세스망 구성요소는 으로 구성된다BTS, BSC, AGW(PDSN) .

에서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구성 요소는WCDMA Node-B,

및 으로 구성된다 향후 전개될 최종적인 무선가입RNC, SGSN, GGSN .

자 망에서는 사용자 및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무선 성

능이 보다 최소 배 이상의 고속 패킷 전송 지원이 가능하여야HSDPA 2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기술. multiple antenna , Multiple

기술 무선 접속 의 최적화 기술 등의 논의 및 개발이access , protocol

필요하다 진화에서는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RAN

위해 구조를 패킷 전송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여야 한다RAN IP .

BcN Core Network 

AGW
(PDSN)

BSC 

GGSN

RNC

SGSN

CDMA WCDMA 

3G 

그림( 5-9 가입자망의 구조) 3G

는 기저대역 신호처리 유 무선 변환BTS(Base Transceiver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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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선 신호의 송 수신 등을 수행하는 와 직접, MS(Mobile Station)

적으로 연결되는 망 종단 장치이다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따라 다양.

한 형태가 존재하며 종류는 Indoor, Outdoor, Subway, Pico BTS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는 기지국 과 사이에BSC(Base Station Controller) (BTS) AGW(PDSN)○

위치하여 기지국관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이다 는. BSC CDMA

방식의 부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패킷 교환 구조로 되어

있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와 연결된다, AGW .

은 이동통신망에서 패킷 데이터PDSN(Packet Data Service Nod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와 전송을 위한 를 설정MS IP Traffic PPP

및 관리한다 또한 인증 시스템인 을 위해 나. AAA RADIUS Diameter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는 과 을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트래AGW PDSN FA(Foreign Agent) IP○

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망을 통해 서비스 및 제어계층의 다양BcN

한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장치IMS

는 기지국 과RNC(Radio Network Controller) (Node-B) SGSN○

사이에 위치하여 무선 신호를 유(Serving GPRS Supporting Node)

선 신호로 바꿔주고 기지국관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이다, . RNC

는 등 무선Admission control, Load control, Congestion control

자원을 관리하고 핸드오버를 처리하며 망에 대한, , BcN SAP(Service

로서 동작한다 그리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Access Point) . ,

를 제공하는 과 연결된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GSN

다.

은 패킷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교환기로서 교환기에 이동SGSN ATM○

성 기능을 추가하여 의 기능을 수행하VLR(Visitor Location Register)

고 페이징 액세스제어 등의 무선 액세스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 ,

가입자의 패킷 호 착발신 처리 위치 등록 및 패킷 핸드오프 절차 처,

리기능을 수행하고 와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우팅을 담당, SMS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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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망 인터넷 인트GGSN(Gateway GPRS Supporting Node) ( ,○

라넷 망 과의 연동을 담당하고 에 주소를, ISP ) UE(User Equipment) IP

할당하고 내의 를 인증, GGSN PDP(Packet Data Protocol) Context ,

생성 갱신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또한, , . , GTP(GPRS

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캡슐화 한다 이외에도Tunneling Protocol) .

라우팅 필터링 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과금 데이터 수집 및, , , QoS ,

전달 등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는 기반의 기지국으로 또는 를 지원하는 장치로RG IP All-IP Pure-IP○

제어국과 를 지원하는 장치의 기능을 모두 포함PS(Packet Service)

한다 는 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어러를 최적화하. RG

고 새로운 무선전송 기술 프로토콜 전송능력 그리고 페이징, , , , QoS,

및 이동성을 제공한다.

은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인 초Common AN 3G, Beyond WiBro,○

고속 를 수용하기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이다WLAN .

2.3 WLAN

무선랜은 대역을 이용하여 최대 의 서비스가 가능하며2.4GHz 54Mbps

보행속도 정도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무선랜을 의 가입자망으로 활용. BcN

하는 경우 향후 와 같은 서비스 조기 상용TPS(Triple Play Service) BcN

화달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가입자망 요구사항2.3.1 WLAN

를 통한 고속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Fast handover .○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속 이동용 급 지원54Mbps 802.11p

- 등 무선랜 이동성에 관련한 국제 표802.11r, 802.11p, 802.11s

준화 준수

- 이동형 서비스를 위한 인증 및 보안 기술 지원

○ 이종망간 유무선 연동 지원: WiBro․ 등과의 기반으로, HSDP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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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제공Seamless

무선 가입자망 기능3.

그림( 5-10 무선 가입자망 기능 블럭)

무선 가입자망 쪽의 인터페이스 기능은Wireless Access Interface :○

다양한 무선망에 전송되어지는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Transport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선 가입자망은 미Interface . WiFi, WiBro,

래에 이동통신망이 기반으로 변경할 경우 무선 가입자망으로All_IP

수용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무선 가입자망에서 전송되어진Routing and Switching Function :○

트래픽을 위하여 및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Routing Switching Main

가 가 발생한 후에서 서비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이Path Failure

필요하다.

○ 의 트래픽을 조사하여 을 할당하여Core Interface : Layer 3 MPLS Label

주는 기능 및 의 망과 연동하기 위하여 로 표기되어진Core MPLS IP QoS

를 적절한 로 맵핑하여 주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Class MPLS Label 다.

무선 가입자 망에서 요청되Mobile Access Control Interworking :○

어진 서비스 신호 또는 실제 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어계Data

층 또는 네트워크 제어 계층 등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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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한 후에도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

하여 이동전과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가입자 인증 과금/ ,

서비스 제어 계층 및 네트워크 제어 계층과 연동하여 가입자 인증/

과금 가입자망 자원 제어 및 운영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되어야 한,

다.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하여IP Address Assignment :○

를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망에 접속Local IP Address . IP

하기 위하여 단말은 해당하는 무선 가입자망의 에서 사Access Point

용할 수 있는 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IP Address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Local AAA 무선 가입자 망에서 이동 사용자에 대한 를 수행하기: AAA

위하여 동일한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기능에서Domain Local AAA

인증 및 과금 기능을 수행하고 타 망에서 이동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통

합 또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통합한 에게 사용자 정보를AAA AAA Server

전송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IP-Based Mobility Function 무선 가입자망에서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Dual IP Address Process

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레벨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Temporary IP Address,

레벨에서 사용하는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서Permanent IP Address .

비스 레벨의 주소는 항상 변하지 않고 네트워크 레벨의 주소만 이동IP

후에도 변하므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무선 가입자망 정합4.

무선 가입자망의 정합은 유선 가입자망의 정합 기능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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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송 가입자망4

방송 가입자망은 기존의 단 방향 형태의 서비스에서 와BcN, FTTH, HFC

같이 고속의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유선망뿐만 아니라 무선망 이동통신망 포함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 )

점에 유용한 정보를 활용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개인방.

송과 같은 일대일 방송 기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양방향 서비스, IP TV ,

이상의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또는 개인 무선통신 등과 연100Mbps

결을 통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망의 확장 및 재구성이 필

요하다 이 경우 집안에 설치된 디지털 는 방송 서비스뿐 아니라 통. , TV STB ,

신 및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안의 모든 시스템의 역할을Gateway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케이블방송 방송 위성디지털방송 위성(DCATV), IP , DMB, (

지상파디지털방송 지상파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 가입자망의DTV), ( DTV)

요구사항 구조 및 구성 요소와 기능 등은 다음과 같다, .

방송 가입자망 요구사항1.

서비스 품질 보장○

디지털 방송의 경우 일반 시청자 기준으로 보아 화질의 열화가,❑
최소한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예 의 절대평가. ( : ITU-R BT 710

방법 단계 평가치에서 이상 준수5 4.5 )

서비스 최대 지연시간은 방송사업자 및 일반 사용자가 불편을 느❑
끼지 않도록 최소화 되어야 한다.

채널 은 일반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짧zapping time❑
아야 한다.

영상과 음향 사이의 지연은 일반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보안 및 인증 권한 기능,○

일반 사용자의 통신 방송 서비스 선택에 있어 인증 절차가 용이❑
하여야 하며 각 개별 서비스별 또는 번들로의 인증 선택이 가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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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불법 복제 해킹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
어야 한다.

특정 서비스의 가입과 탈퇴가 용이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처리,❑
내용의 상태를 소비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Seamless○

지상파 위성 서비스는 이동 중 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음/ DMB ,❑
영지역 해소를 위한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Gap Filler

다.

방송간 또는 통신 방송간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Handover .❑

양방향 서비스 제공○

방송뿐만 아니라 를 위한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의 필수 사TPS ,❑
항으로 유선 무선 통신회선을 이용한 리턴 채널의 제공이 가능하/

여야 한다.

이동수신방송의 리턴채널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동통신3G ,❑
휴대인터넷과 더불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USN .

서로 다른 규격의 단말기 자동 적응 기능○

일반 로 급 방송 내용의 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DTV HD .❑

영상신호 표현 형태○

화면비는 또는 로써 영상신호 표현 형태는 급과4:3 16:9 SD HD❑
급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가입자망 구조 및 구성요소2.

홈 네트워크 와 다자간HDTV, , IP voice, video telephony network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 가입자망에는game IP multimedia

다양한 전송 매체와 기술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다음 그림은 방송 가입자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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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방송 가입자망의 구조)

디지털케이블방송(DCATV)○

에서 제공받은 디지털 신호를 재전송하는 의 디지털방송DMC SO❑
플랫폼 과 망 리턴채널을 위한 등으로 구성될 수(H/E) HFC , CMTS

있어야 한다 의 가입자망 관련 장비는 신호를 원하는 주. H/E RF

파수 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를 이용한 양방향Upconverter, DSG

방송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신호들을 모아 전송하는CMTS , RF

등이 필요하다Combiner .

디지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 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All HFC ,❑
양방향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multimedia high bandwidth

를 고려해 온 를 본격적으로 활용이 필요하return path DOCSIS

다.

에 의한 뿐만 아니라MPEG2 over QAM video transport MPEG2❑
등으로 확장multiplexed with DOCSIS, Video over IP/DOCSIS ,

또한 뿐 아니라 이MPEG2 Video Codec H.264 (MPEG4 Part10)

나 등의 의 도입을 위하여 시청VC-9 (SMPTE) advanced codec

자에 설치된 단말에서는 와 을 모두 지MPEG2 advanced codec

원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환하면서

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video service .

다양한 고객의 방송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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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을 최적하기 위한 도 도Bandwidth switched broadcasting

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망의 관점에서 셀당 가입자가 명 미만에서 명까지 수HFC 250 100❑
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셀 분할이 가능하여야 한다pico cell .

방송IP○

위주로 제공하던 방송 서비스이외에 실시간 방송을 방VOD IP IP❑
송망을 이용하여 재전송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이 광

대역화 및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 기술로는IP-TV PIM, IGMP❑
등을 이용하는 멀티캐스트 기능 기능, Channel Authentication ,

방송 채널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 채널 보호를 위QoS ,

한 기능 및 인증 기능Protection/Restoration , IP Allocation ,

기능들이 제공 가능하여야User Multicast Statistics Gathering

한다.

기반의 방송 서비스는 가입자 집선 장비에서IP IMGP Snooping❑
기능을 통하여 모든 포트로 트래픽이 되는 것을 방지Broadcast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방송망DMB○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방송망은 양방향서비스 리턴채널에 등의 무선인터넷DMB WiBro

을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디오 송출을 위하여 네트워크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DMB❑
사용하기 위하여 기반의 송출 서버와 정확한 절체 스트MPEG4 /

리밍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DMB❑
응용프로그램 간 제어 기능 방송 데이터 수신 기능 저장 기능, , ,

자원 관리 기능 채널에 대한 암호화 및 인증을 위하여 제, CAS

어 기능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위성DTV○

기존 망 대신 및 이더넷 등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한PSTN xDSL❑
양방향방송 리턴채널의 구현과 급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HD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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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서비스를 위하여 셋톱박스가 필요하며 각각에 필요DTV❑
한 요소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통신위성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 ,

주파수 변환 기능 에러 검출 및 정정 기능,

기능 각종 인터페이스 등 제- MPEG 2 , (IEEE1284, IEEE1394 )

공 기능 스마트카드 인터페이스 기능,

❑ 위성 는 보안 기능을 위하여 와 같은 컨텐츠 보호 기능이DTV CAS

구현되어져야 한다.

위성 시스템DMB○

다채널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
어 방송 서비스를 고정 수신 휴대 및 이동 수신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전파음영 및 차단환경에서의 수신 성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상 중계설비 를 설치하며 서비스 할당의 융통성(Gap Filler)

을 위하여 주어진 다중화 내에서 융통성 있는 서비스의 할당을

허용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Gap Filler○

위성까지는 업링크를 통하여 대역의13.75GHz ~ 14.50GHz❑
신호와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이 필요하다CDM TDM .

신호는 위성에서 단말로 직접 전송되고 신호는 주파CDM , TDM❑
수를변환하여 지상 중계설비로 전송되어 신호로 변환되어CDM

단말기로 전송되는 기능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케이블모뎀 종단장치CMTS (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 )○

는 유선 가입자망의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에서 주파수 대역이 지정된 신호들과Combiner Upconverter RF○

에서 생성된 신호를 합하여 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CMTS RF HFC

어야 한다.

망은 유선 가입자망의 구조 및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HFC .○

은 유선 가입자DSLAM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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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구조 및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유선 가입자망의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Ethernet .○

송신소는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지상파 또는 지상파 디지털방송DMB○

의 전송신호를 송신안테나를 통하여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망은 위성 와 지상파 의 양방향 서비스 구현을 위하DMB DMB○

여 리턴채널 상향채널 용도로 망과 연동되어 사용 가능하여야( ) DMB

한다.

위성디지털방송 위성 과 지상파디지털방송 지상파 의 양방향( DTV) ( DTV)○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송신기를 추가한 양방향 기능이STB

제공되어져야 한다.

은 유선 가입자망의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E-PON .○

휴대인터넷 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동수신(WiBro)○

을 요하는 방송서비스인 위성 지상파 위성 지상파DMB, DMB, DTV,

등의 리턴채널의 구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DTV .

은 유선 가입자망의 기능을 준수하도록 한다WDM-PON .○

방송 가입자망 정합3.

방송 가입자망 정합을 위한 필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양방향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턴채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정합

를 이용한 단말과 의 정합DCATV : DSG CMTS❑
❑ 위성 지상파 단말과 이동통신망 휴대인터넷망DMB, DMB : DMB /

의 정합 이동통신망 휴대인터넷망과 장비와의, / DMB HeadEnd

정합

위성 지상파 단말 과 초고속인터넷망 휴DTV, DTV : (STB) PSTN· ·❑
대인터넷 망과의 정합 초고속인터넷망 휴대인터넷망과, PS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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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정합HeadEn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합Handover○

가입자 정보 과금 정보 정보 등의 상호호환, ,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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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홈 및 단말 계층6

홈 및 단말 계층은 아래와 같이 크게 홈네트워크와 단말로 구성되어BcN

있다.

홈네트워크 가정 내의 모든 정보 단말 가전기기 등을 유 무선 네: , ,○

트워크로 연결하여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망

○ 단말 음성 데이터 통합 유 무선 통합 통신 방송 통합으로 인BcN : , ,‧ ‧ ‧
해 등장한 기반의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말All-IP

홈네트워크 및 단말 계층에서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홈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홈네트워크 기술을 표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절 홈네트워크1

홈네트워크는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사용자 중심, , ,

의 맞춤형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댁내 정보인프라이다.

편리한 가정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 , , ,○

활가능

○ 즐거운 가정 대화형 네트워크 게임 등을 통한 여가선용: DTV, VOD,

○ 안전한 가정 방범 방재 안전한 정보관리 등 도난 재난 등을 시: , , , 24

간 방지

윤택한 가정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경제활동의: , ,○

효율성

홈네트워크 요구사항1.

홈네트워크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정 내의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시간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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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나아가 지식적인 상호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

공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홈네트워크. 3

단계에서는 네트워크화되고 지능화된 센서 이용한 능동적인 댁내 정보

수집 기기제어 감시 헬스 케어 등의 유비쿼터스홈의 개념을 도입하여, , ,

네트워크화된 센서 휴먼 센서 지능형 로봇 등의 지능형 통합 단말 및, ,

다기능 정보가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보장QoS/QoE○

통화기반 서비스 및 방송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네트워크는

사용자 단말 정보가전 단말 및 단말 이 요구하는 를( BcN ) QoS/QoE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

광대역 제공○

가입자망과 동시에 2 HDTV + 2 SDTV + 3D Online Game/VOD +

을 수용1 Video Phone + 4 VoIP + 1 HSI (High Speed Internet)

할 수 있는 광대역이 제공 가능하여야 된다.

댁내망 관리 기능○

댁내에 접속되어 있는 또는 장치의 종류와 접속 상태 장IP Non-IP ,

애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혹은 자체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보안 기능○

홈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들을 보호하고 개인 사생활을 보장

하는 측면에서 인증과 연동된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

인증 기능○

홈네트워크가 가입자망과 연동될 때 적합한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의

판별 유무와 더불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입자망 연동 기능BcN○

가입자망과 연동할 수 있어야한다B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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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동성○

댁내의 서로 다른 장치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

이종의 유무선 홈네트워크 간 상호 연동으로 유비쿼터스 홈네트워

킹이 가능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 서비스2.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연동되는 네트워크에 따라 통신네트워크와 연동,

되는 멀티미디어 위주의 통신 서비스 방송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엔터테,

인먼트 위주의 방송 서비스 아파트 단지망과 연동되는 제어 위주의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있으며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상황인

지 기반의 유비쿼터스홈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간 산업 간 융. ,

합으로 이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가 출현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들 서비스를 분류

한다.

통신 서비스2.1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화 등 외부에서 전송된 고, MP3, HDTV

품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정 내 유 무선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
는 오디오 비디오 기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가정 내 콘텐츠를 외, ,

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IP Broadcasting, VoD, Online

개인 방송국 외부 의료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화상Game, AoD, ,

전화나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의료상담 기능 제공 서비스로 원격 진료

등 각종 원격 서비스를 말한다.

방송 서비스2.2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수신 데이터 방송 서비스가, , , , Interactive

있으며 수신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서비스 등이 속한, PV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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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토메이션 서비스2.3

가정 내 가전기기 센서 조명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

휴대폰으로 집안이나 집밖에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PDA,

원격 제어 에너지 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

유비쿼터스홈 서비스2.4

창문이나 문의 센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침입탐지 침입정보를 집주인

및 경찰서에 자동 통보 방문객과 휴대폰을 연결하여 방문자를 확인 및,

기록하는 서비스로 침입 탐지 출동 댁내 감시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 ,

개인이 처한 상황을 센서가 인지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연동된

실버 케어 응급 구난 등의 서비스가 있다, .

홈 네트워크 기술3.

홈네트워크의 기술요소는 홈네트워킹 기술 홈플랫폼 기술 유비쿼터, ,

스홈 컴퓨팅 기술이 있다.

홈네트워킹 기술3.1

홈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기술은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을 중심,

으로 많은 기술이 제안되어 왔고 현재도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기술이 우세한 기술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네트워크 기술은 유선 홈.

네트워크 기술과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3.1.1

유선 네트워크 기술은 댁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 동Ethernet ,

축 케이블 전화선 전력선 등의 유선 전달매체를 이용한 프로토콜이, ,

제안되었으며 응용서비스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

하다.

을 이용한 의 댁내 전화선을Category 5 cable IEEE 802.3 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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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방송을 위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Home PNA v3.0, MoCA

와 전력선을 이용한 케이블 기반의 고HANA, HomePlug v1.0, 1394

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등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안되고IEEE 1394

홈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3.1.2

유선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거나 보다 자유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서 홈 네트워크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가 사용된다. IEEE 802.11

기반의 계열의a/b/g Wireless LAN, WPAN Bluetooth, ZigBee,

기술이 있으며 기반 무선 등이 제안되었으며UWB , UWB IEEE 1394 ,

최근에는 고속 고속 의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이를 홈WPAN, WLAN .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로 사용될 수 있다.

홈플랫폼 기술3.2

홈네트워크를 위한 홈플랫폼 기술은 외부망과 가정을 연결하고 가정내

다양한 서비스를 관장하여 안전한 유 무선 통합 홈 네트워크 환경을 제·

공하는 서버 기술 및 사용자와 디바이스 인증 접근제어 등의 보안 기술,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버 기술은 홈 서버 홈 게이트웨이 개방형 서. , ,

버 플랫폼 기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안 기술로는 인증 접근, IPTV , ,

제어 침입 탐지 기술 등이 있을 수 있다, .

유비쿼터스홈 컴퓨팅 기술3.3

기존 백색가전기기들과 센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서비스 환

경의 정보가전 기술과 전달 매체 및 에 관계없이 정보 가전기기의, OS

제어 및 감시를 수행하고 홈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는,

상황 적응 미들웨어 멀티 모달 미들웨어 기술 등이 있다, .

홈네트워크 구조4.

홈네트워크 목표망은 망 종단장치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무선(NT), , ,

액세스 장치 통합 등의 장치로 구성되며 서비스의 종류 및 통합, ST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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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이들 간의 형상이 변경될 수 있다 홈게이트.

웨이는 주로 세대 단자함에 매립된 형태로 위치하여 홈네트워크 백본을

제공하고 가입자망과 홈네트워크 간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며 시그,

널링 를 가진다 홈서버는 주로 거실에 위치하여 홈네트워크 서비Proxy .

스를 제공하는 스테이션이며 각 종 무선 홈네트워크 정합을 가진다 무.

선 액세스 장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홈서버에 내장된다 통합. STB

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을 수신하며 망과 연동하여, , IP Interactive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1 홈네트워크 구조도)

목표망의 홈네트워크는 고속의 유선 홈네트워크 백본과 선이 없는 가

정을 추구하는 무선 홈네트워크 그리고 저속의 유무선 기반의 홈오토

중심으로 발전되며 을 통한 네트워크 기반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BcN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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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구성요소5.

홈플랫폼5.1

홈게이트웨이5.1.1

홈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댁내 가전 제어 및 관리를 비롯,

한 외부가입자망과의 접속 기능까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한다.

구분 기능

1. 가입자망 접속기능 가입자망 인터페이스 기능

댁내2. 망접속기능 댁내망 인터페이스 기능

망간 연동 기능3. 가입자망과 댁내망간 연동

이종 댁내망간 연동

주소 변환 할당 기능4. / 네트워크 주소변환 기능

사설 주소 할당기능IP
보안기능5. 인증 접근제어 침입탐지 및 차단 기능, ,

6. 내부망 관리기능 댁내 네트워크 장애 성능 구성 관리 기능, ,
세션 제어7. Proxy 댁내 홈단말 또는 단말의 세션 처리BcN

를 대행하는 기능Proxy
재시동 기능8. HGW 필요시 원격 재시동 기능

에 대한 원격 업9. HGW SW
그레이드기능

필요시 원격 업그레이드 기능SW
기능10. HGW OAM 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기능HGW

로그 기능11. HGW 접속 및 이벤트 발생 기록 기능

표( 6-1 홈게이트웨이 기능)

가입자망 접속 기능○

홈게이트웨이는 가입자망과 홈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

을 하여 홈네트워크에 속한 디바이스들이 홈게이트웨이를 통하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67 -

여 가입자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홈네트워크 접속 기능○

홈게이트웨이는 인증된 가입자가 가입자망으로부터 홈게이트웨이

를 거쳐 홈네트워크에 속한 디바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망간 연동 기능○

멀티미디어 텐츠를 가자망과 홈네트워크 간 연동 이종 홈네트,

워크간 연동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은 홈네트워크에서 게이트

웨이의 기본 기능이다.

보안 기능○

외부 또는 내부의 인증되지 않은 가입자가 댁내 망에 침입 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서비스인증서버와 연동한다 외부의 인증되지.

않은 가입자가 홈 게이트웨이를 침입하는 경우나 외부 또는 내

부의 인증되지 않은 가입자가 댁내의 장비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보안 기능이 요구된다.

홈네트워크 관리 기능○

홈게이트웨이는 댁내 네트워크의 장애 성능 구성 등을 관리하, ,

는 기능을 제공한다.

홈게이트웨이 재시동 기능○

홈네트워크 서비스 노드는 필요한 경우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원

격 재시동을 할 수 있도록 홈게이트웨이와 홈네트워크 서비스

노드 사이의 연동 프로토콜 규격 제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

지원한다.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홈네트워크 서비스 노드는 필요한 경우 홈게이트웨이의 소프트

웨어를 원격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홈게이트웨이와 홈네

트워크 서비스 노드 사이의 연동 프로토콜 규격 제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 지원한다, .

홈게이트웨이 유지보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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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게이트웨이는 가입자망 계층 혹은 전달망 계층에서 요구되는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야 한다.

자체 진단 기능 자체 진단 기능을 두어 시스템을 진단 할: ,❑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기능 홈 게이트웨이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홈게이트웨이 로그 기능○

가입자망에서의 접근 및 댁내 디바이스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홈제어 서버5.1.2

홈제어 서버는 홈오토메이션 서비스를 관장하는 서버이다 홈오토메.

이션 서비스가 홈게이트웨이의 댁내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해당 홈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제공될 때 홈제어 서버는 댁내 설치된 모든 정

보가전 및 홈제어 기기를 제어권을 행사한다.

디바이스 모니터링 메시지 처리○

홈제어 서버에서 댁내에 설치되는 모든 가전제품 디지털 장치, ,

보안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조회를 요구할 시 이를 처리한 후 응

답 메시지를 홈제어 서버에 보내야 한다 메시지 형태는 홈제어.

서버와 홈게이트웨이 간 연동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디바이스 제어 메시지 처리○

홈제어 서버에서 댁내에 설치되는 모든 가전제품 디지털 장치, ,

보안 장치 등에 대한 제어를 요구할 시 이를 처리한 후 응답 메

시지를 홈 제어 서버에 보내야 한다 메시지 형태는 홈제어 서.

버와 홈 게이트웨이 간 연동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이벤트 처리○

방범창이 열리는 경우처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된 사용,

자의 핸드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벤트 발생을 알려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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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홈제어 서버와 홈게이트웨이 간 연동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융합 홈서버5.1.3

홈서버는 홈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홈 백본과 정합하고 다양한 무

선 액세스 포인트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각 종 홈네트워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스테이션이다 홈서버는 댁내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저장하고 댁내의 멀티미디어 단말 등 에게 저장, (PC, PMP, STB )

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정하면 홈미디어 서버가 되며 지상,

파 테이블 위성 방송을 수신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통신, , , IPTV /

방송 융합 홈서버가 된다 또한 홈오토 서버 기능까지 포함하는 형상.

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보통 홈오토 서버는 별도로 둔다 융합 홈서버.

는 사용자 정합을 두어서 기술에 문외한인 일반 사용자에게 친국한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셋탑박스5.1.4 IP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반의 셋탑 기능을 제공한다IPTV IP . IP STB

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융합 홈서버에 내장되기도 한다.

인터넷 정보 가전5.2

인터넷 정보 가전은 모니터 주변기기 휴대이동전PC, Printer, , , PDA,

화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와 디지털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 TV, ,

라 플레이어 플레이어 게임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DVD , MP3 , PMP, ,

가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백색가전 등으로, / / /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홈 컴퓨팅5.3

네트워크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상황정보 기반의 지능형 홈 로봇 헬,

스 케어 단말 홈 시큐리티 등의 유비쿼터스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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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로봇5.3.1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홈 내 감시 기능 녹화(

기능 침입자 경보 등 음성 인식 터미널 등 홈 서버의 기능을, ), , AV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헬스 케어 단말5.3.2

댁내에 설치되어 병원의 서버와 망을 통하여 연결되며 댁내BcN

구성원의 체온 혈당 혈압 등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 ,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주치의에게 원격으로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홈 시큐리티5.3.3

방범 등 불법침입에 대한 차단 및 댁내 가입자 인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들웨어5.3.4

홈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는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다양

한 디바이스들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구성관리하여 디바이스를 제어하

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디바이스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다양한 업

체의 디바이스간에 상호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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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정합6.

그림( 6-2 홈 및 단말 계층 제어 기능)

가입자망 정합○

가입자망은 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형태로 발전한다 따라서 홈게이.

트웨이는 홈게이트웨이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FTTH, HFC, xDSL

등의 가입자망에 대응할 수 있는 정합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정합 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홈백본망을 통해 홈 내 하향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 데이터의

경우 상향 전송 가능하다.

홈네트워크 정합○

홈게이트웨이는 홈백본망을 통해 방 단위의 으로 전송하며 각PAN ,

방에서는 브리지를 통해 이더넷 등의10/100 , IEEE 1394, WPAN

규격으로 변환 및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단 홈백본망 및 은. , PAN

등의 고속 무선 기술도 고려되어야 한다UWB, H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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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단말2 BcN

단말 요구사항1. BcN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등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QoS .○

○ 가입자 망 장치에서는 클래스 기반의 품질 제공 메커니즘이 가능하여

전달망 장치에서 서비스별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상위 등급의 서비스는 서비스별 가상채널로 구분하고 트래픽,❑
폭주시에도 협약된 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SLA .

홈게이트웨이 및 통합 등의 상세 규격은 홈네트워크 포럼 제안STB○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자들의 장비 간 호환성을 위하여 사업자 종속성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된 를 제공하여 서NI(Network Interface)

비스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말의 분류2. BcN

단말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서비스 단말과 멀티미디어서비BcN

스 단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동성에 따라 고정 단말과 이동 단말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가전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단.

말과 차량과 관련된 텔레매틱스 단말로 구분할 수 있다.

제공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단말 멀티미디어서비스 단말

이동성 고정단말 이동단말 고정단말 이동단말

종류 유선 단말BcN 무선 단말BcN 유선 멀티미디어

방송단말

무선 멀티미디어

방송단말

표( 6-2 단말의 유형)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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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선 멀티미디어 방송 단말2.1 ․

화상 방송 데이터 방송 쌍방향 방송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다중채널, ,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

유 무선 단말2.2 BcN․

유선 단말은 망을 기반으로 한 유선 광대역 가입자망을 중BcN FTTH

심으로 서비스를 비롯하여 최대 서비스를 이용 가능B-Voice 100Mbps

하여야 하며 무선 단말은 초고속 등 새로운, BcN Beyond WiBro, WLAN

이동통신망들이 상호 연동되고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

홈 네트워크 단말2.3

정보 가전을 유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기 시간 장소에 관계없, ,․
이 가입자망과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BcN .

텔레매틱스 단말2.4

차량과 관련된 컴퓨터 및 위성 이동통신의 혼합기술로서 도로변 소, ,

형 기지국장치와 차량 탑재장치간의 단절 없는 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

차량 간의 무선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74 -

부록 망에서의 통합 융합서비스 제공을1. BcN ․
위한 인프라 발전 방향

1. 다양한 통합서비스 요구기능에 적합한 망 접속기술 분석BcN

유선망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1.1

에서의 유선망은 가입자당 속도를 제공하는 망으로서BcN 50~100Mbps

전화선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등의 유선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

접속기술을 말한다 다양한 전송 매체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 년 에서 기존의 전화선을 사용하여 비디오 영1989 Bellcore Twisted Pair ,

상 고밀도 그래픽 데이터 속도의 정보를 전송하는 개념에서 착안, , Mbps

됨.

기존의 전화 구리선을 이용해 제한된 거리에서 광대역폭을 지원하❑
는 공중망 기술

Ethernet (LAN)○

❑ 년대에 제록스사에서 개발한 은 년대에 발표된1970 Ethernet 1980

의 기초가 됨IEEE 802.3 specification .

에서 정의한 의 종류는IEEE 802.3 LAN 10Base-5, 10Base-2,❑
등 가지임10Base-T, 1Base-5, 10Base-36, 10Base-5 6 .

은 초당 의 대역폭을 제공하며Gigabit Ethernet 1Gbit , 10/100Mbit❑
이더넷과 호환되며 고속 이더넷보다 배의 가격으로 배의 속, 2~3 10

도를 제공한다 은 크게 와. Gigabit Ethernet 1000 Base-X 1000

의 종으로 구분됨Base-T 2 .

FTTx○

는 광케이블 전화선 형태의 광케이블 동축케이블FTTC + DSL, +❑
형태의 광케이블 케이블 형태의 등이 있음HFC, + UTP LAN .

는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반경 이내의FTTZ 50~100Mbps 200m❑
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는 형태Zone

❑ 는 가입자 댁내까지 를 공급하여 고속의 서FTTH ONU(Optical Network Unit)

비스를 하는 광 가입자망 구축 형태로서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AON(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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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로 나뉨Optical Network) PON(Passive Optical Network) .

HFC (Hybrid Fiber Coaxial)○

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며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로10Mbps ,❑ 구성된

망으로서 분배센터에서 까지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구간은 성형, ONU

으로 구성되며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는 에서 가입자까지는 수(star) , ONU

지형 으로 구성됨(Tree and branch)

무선망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1.2

무선망이란 무선채널을 사용하여 가입자 단말을 연결시켜 이용자의 이동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세스망으로 무선망에는

다양한 무선 전송방식과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Wi-Fi (WLAN)○

❑ 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기술IEEE 802.11

❑ 널리 사용된 무선 표준은 및LAN IEEE 802.11a(54Mbps)

802.11b(11Mbps)이었으나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

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에서는 등의 고속IEEE 802.11g, 802.11n

표준안을 완료함.

❑ 전력소모가 많고 단말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의,

다른 무선표준에 비해 커버리지가 넓고 전송속도가 빨라 널리 활용됨.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

전송속도로 다양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셀 반경 이내 이동시 최소2.3GHz 1Km ,❑
이상에서도 끊김없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보장이 가능함60Km/h .

❑ 산하의 휴대인터넷 프로젝트그룹 이 결성되어TTA (PG 302) PHY/MAC

규격을 개발하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정의함, .

WCDMA○

❑ 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WCDMA 3

제 세대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전송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고화질3 ,❑
화상 서비스 빠른 데이터 전송률 등을 제공,

한국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의 많은 기관들이, , ,❑
을 구성하여 기술 스팩을 연3GPP(3'rd Generation Projec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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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임.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 무선개인통신망 은 기존의 개인통신망을 무선으로 구현한(WPAN)

것으로 개인통신망은 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달리 개인,

마다 각각 고유한 네트워크를 나타냄.

❑ 는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Bluetooth , , ,

등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각종 디지털 가전제품을 물리적인 케PDA

이블접속 없이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근거리 무선접속 기술

는 대역에서UWB (Ultra Wide Broadband) 3.1~10.6GHz❑
이상 속도로 기존의 비해 매우 넓은 대역에 걸쳐 낮은 전100Mbps ,

력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 는 저전력 저가격 사용의 용이성을 가진 무선센서네트워크의ZigBee , ,

대표적 기술로서 년 작업분과위원회에서 표준화된2003 IEEE 802.15.4

층을 기반으로 상위 및 을 규격화한 기술PHY/MAC Protocol Application

2. 이동성 품질보장 통합인증 등을 위한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도출, ,

다양한 가입자망간 연동에 따른 이동성 품질보장 통합인증 등을, (QoS),

위한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AAA, Service Control,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사Mobility Control, Network QoS, Terminal

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구사항2.1 AAA

서비스 프로파일 통합 및 체계의 단일화ID○

컨소시엄 사업자간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필요❑
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인증의 발판 마련 가능ID One Click❑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라도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Service Provider

사업자간의 공통적인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의 확보 가능❑
통합 과금체계의 확보 가능❑

이기종망간 인증 및 과금 체계의 확보○

이기종망간 의 체계 수립 가능fast re-authentication❑
❑ 로 한번에 인증이 가능한 새로운 단말 인증체계 마련 가능Multi Interface

다양한 접속인증 체계의 단계적 통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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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 연동 필요Authentication / Location Management❑
사용자 기반의 인증 및 과금 체계의 확보 필요❑

요구사항2.2 Service Control

연동 체계 수립Network○

❑ 과 간Packet Switching (PS) Domain Circuit Switching Domain

의 연동은 기반 제공 필요VCC

과 간 사업자간 연동은 를 기반으로PS Domain PS Domain ( ) IMS❑
연동 필요

컨소시엄내 사업자간 연동 필요Mobile Control Platform (MCP)○

사용자 프로파일 및 서비스 프로파일 연동❑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서비스 프로파일 정보 연동❑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의 연속성의 보장 가능Quality❑

를 위한 와의 연동 필요Mobile Packet-Voice MCP❑

요구사항2.3 Mobility Control

기능 필요Handover Management○

❑ 를 통한 와 의 최소화 필Information Exchanger packet loss latency

요

❑ 와 간Mobile Node Agent HM Platform Direct Information Exchange

기능 필요

❑ 의 수용이 가능한Real-Time Service Make-before-Break

Handover 기술 제공 필요

기능 필요Location Management○

❑ 정보와 정보를 구분 관Temporary Location Permanent Location

리

단말의 를 정의하기 위한 위치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Identity❑
기 위한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 필요

모델을 통하여 변경을 최소화 필요Client-Server Legacy Network❑
위치 정보는 단말과 간의 연동 필요LM Platform❑

요구사항2.4 Network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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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망간 제공Control Platform○

❑ 이기종망별 동일한 도입으로 체계의 일원Control Platform QoS

화

과의 연동을 통한Mobility Management (MM) Platform seamless❑
와 무선 자원에 대한 제어 기능을 통한 품질 보장 가능service

가 요청하는 유 무선 서비스의 를 위하여 현재 접Mobile Node / QoS❑
속된 망 및 정보의 수집을 제공하는access resource topology NCP

의 를 통한 품질 보장 가능(Network Control Platform) Enhance

간 연동 고려Control Platform QoS○

망간 기능 필요QoS Policy Mapping❑
❑ 사업자별 정보의 연동을 통한 통합된 의 제QoS Policy QoS Policy

공

이기종 망간 연동을 위한 제공 필access QoS QoS parameter❑
요

요구사항2.5 Terminal

○ 다양한 망들을 접속하기 위한 제access Multi-band / Multi-mode

공

다양한 접속 를 수용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 필요Interface❑
향후 통합 탑재 단말 필요Identification Module❑

단말에 다양한 플랫폼 탑재Agent○

❑ 이기종망간 제공을 위한Mobility MCP 탑재Agent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탑재SIP SIP Agent❑

3. 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측면의 요구사항 도출BM

미래 정보 사회 발전을 통한 신규 발전 방향3.1 BM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즈니스 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직‘u- ’

면하고 있다 와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휴. PC TV,

대전화 등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 실생활환경 속에서 정보를 자유자, PDA

재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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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로의 발전에 따른u- Business Model○

비즈니스는 와 인터넷은 물론 각종 네트워크 휴대폰 와 같은u- PC , , PDA

무선기기와 정보가전 등 모든 형태의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이다.

개인화 개인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Personalization) :❑
이동성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실현(Mobility) :❑

❑ 연결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을 통해(Connectivity) : seamless

한 서비스 제공

❑ 실제성(Reality) 비즈니스는 가 결합된 실제 공간에서 제공: u- On/Off

❑ 복합성 장비간 서비스 간의 기술 및 성능의 융 복(Convergence) : , ·

합

지능화 요소 장비들 간에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Intelligence) :❑
상호 통신과 정보교환 제공

❑ 다양성 건물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대상에 서비스 제공(Variety) : , ,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을 위해서는 기술이, u- ‘uBM’ IT

필요조건이다 비즈니스 으로는 시티 텔레매. u- BM u- , RFID/USN, DMB,

틱스 홈네트워킹 등을 들 수가 있다, , WiBro .

따라서 비즈니스 등 새로운 개발 및 도입을 통하여 향후u- BM BcN

기반에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

에서의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의 요구가 되어 지고 있다BM .

네트워크 인프라 요구사항3.2

현재 구조에서의 인프라 구조는 중심적인 서비스 제BcN/NGN Provider

공을 위한 인프라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향후( BcN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

다음 그림은 미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크게

로 구분하고 간 인터페Knowledge Space, Communication Space , Space

이스로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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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1 미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조)

에 대한 기능 블록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Knowledge Infra .

그림 부록( 1-2) Knowledge Infra Architecture

에서의 요구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nowledge Infra .

User Interface Adaptation Function○

사용자 환경을 인식하여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Context Awareness Function○

❑ 사용자의 단말 위치 등의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에게 전달, FE

사용자 고유의 프로파일 저장 를 활용한DB Personalization○

Function

Service Discovery Function○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개별 서비스 요소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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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기능

Mediation○

검색된 서비스 요소를 조합하여 사용자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구❑
성하고 생성하는 기능

User Assistant○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최context,❑
적화된 서비스 생성을 지원

Service Management○

서비스의 시작 종료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Knowledge Service Function○

❑ 의 분석 가공 추론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Data , , knowledge

를 생성하는 기능

생성 지원Knowledge○

❑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 전달Computation Service, data , ,

등을 수행하는 자원 등update data service, Application/Service/

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조작하는 기능

Resource Management Service○

네트워크의 물리적 자원 자체의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Grid❑
Self-Management Service○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의 복잡도를 줄이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
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율화 기능 지원

에 대한 기능 블록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Communication Infra .

등 크게Service Oriented Network, E2E Communication, Self-Property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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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3) Communication Infra Architecture

에서의 요구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ommunication Infra .

Overlay Management Function○

에게 를 제공하는 기능Application end-to-end bearer service❑
Flow Management○

의 유무선 환경에서 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기능Network flow❑
Context Management○

정보의 저장 접근제어 보급 수집 등을 수행하는 기능Context , , ,❑
Self-Configuration○

서비스 진행 중 새로운 구성 요소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이 자동적/ /❑
으로 수행되는 기능

Self-Healing○

서비스 진행 중 발생한 장애를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
Self-Optimization○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
Self-Protection○

바이러스 등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는 기능❑
Mobility/QoS/Security○

등에서 제시하는 프리미엄 의 기본 기능NGN/BcN Network❑
Composition Control○

여러 가지 의 연동을 통해서 를Function , composition process❑
관리하고 를 형성하는 기능composition agreement

Network Management○

운영자의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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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접속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능❑

와 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는 두Knowledge Infra Communication Infra

간 상호 교환되는 를 정확한 목적지 에게Space message Functional Entity

전달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주요 기능으로 크게. Deliverer, Config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는 사용자나Facility, FE Registry Deliverer

의 메시지를 수신하여 의 해당 에게 전Application Communication Infra FE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는 에서. Config. Facility Interface Function Block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는Configuration . FE Registry Communication

의 각종 들의 등록 를 말한다Infra FE DB .

그림 부록( 1-4 간) Space Interface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제공에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로 발전하여

야 하며 이종 환경에서 끊기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며 적절한 품질이 보장, , ,

되는 이 요구될 것이다end-to-end communication .

이동성 측면 사용자 서비스 세션 단말 네트워크 이동성(Mobility) : , , , ,○

에 대하여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 을(Mobility Management Schemes)

제공하여야 함.

품질보장 측면 이종 네트워크 기술 및(Quality of Service, QoS) :○

이종 주소체계를 갖는 도메인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위end-to-end

해 다수의 클래스를 제공하여야 함QoS .

측면 이종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다이나믹하게Security & Privacy :○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김없고

포괄적이며 유연한 보안체계를(seamless) (comprehensive), (flexible)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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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네트워크 기능을 다수의 관리 도메인Multi-Domain Support :○

까지 확장지원 해야 함(Multiple administrative domains) .

또한 이종 시스템의 관리가 단순화 되기 위해 통일되고, (Simplification)

일관성 있는 자원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이질적인 요소가 복,

합된 분산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네트워크는/

를 제공하여야policy-based management (policy-base self-management)

한다 그리고 에서 요구되는 기능 중 하나는. Network Resource

이며 구체적으로 자원 할당 구현 의 자동화가provisioning , , , configuration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황 인식네트워크, Network Composition, Automatic

등이 가능한 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Network Network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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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관점에서의 이동성 제공을 위한BcN IP

네트워크 구조 및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단계별 절차

국내에서 추진 중인 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자체 기술뿐BcN BcN

만 아니라 을 통한 각종 서비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동성 제공Bc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확립이 시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개발은.

에서의 이동성 제공 방안의 연구로 향후 진행 될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BcN

크 기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차세대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이동성 제공 방안 제안을 위해

먼저 차세대네트워크의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 그리고 이동성 관리 요구사

항을 다룬다 그리고 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이동성 관리. IETF, ITU-T, IEEE

기술들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제안될 이동성 방안이 갖추어

야 할 조건들을 분석한다 그 결과 차세대 이동성 지원 방안 연구 시 고려.

할 사항으로써 망 연동 및 인증 그리고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차세대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이동성 지

원 방안을 제안하고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요소 그리고 개략적인 이동성,

관리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차세대네트워크에서의 망 연

동 통합인증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제안 이동성 제공, ,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한다 따라서 차세대네트워크의 성능 및 이동성 관리.

요구사항과 함께 망 연동 및 인증 요구사항에 관해 알아본다 그리고 차세.

대 이동성 방안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먼저 표준문서를ITU-T

통한 망 연동 방안과 제안 네트워크 구조상에서의 통합인증 방안을 연구하

고 이들과 함께 제안 방안의 구조상에서 단말의 이동성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이동성 기술 현황 및 요구사항1.

차세대네트워크는 기반의 코어네트워크와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IP

네트워크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각 액세스네트워크들은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어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러한 차세대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제공을 위한 차세대 이동성 관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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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써 의 와 의IETF MIPv6 PMIPv6, ITU-T Q.MMF, MPLS-MOB, FMC

그리고 의 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 의IEEE 802.21 MIH . MIPv6 FA

삭제 경로 최적화 이웃 탐색 및 주소 자동설정 기능들을 통해 보다 효과, ,

적인 이동성 지원을 추구하나 이는 거시적인 이동성만을 지원하므로 이동

노드의 빈번한 이동과 실시간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지원에 부족함을 갖

고 바인딩 업데이트에 의한 서비스 지연 발생 경로 최적화 이전 패킷 터, ,

널링에 의한 패킷 오버헤드 발생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는 네트워. PMIPv6

크 기반 이동성 관리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와 달리 이동성 관리 동작MIP

시 단말이 수행하던 동작을 네트워크 내 기능 요소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

여 단말과 네트워크 요소 간 시그널링 간소화 및 모든 이동단말이 프MIP

로토콜 스택을 내장하고 있지 않아도 새로운 연결 설정 없이 이동성 지원

이 가능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 관리하는 로. LMA

컬 영역 내의 이동성만을 다뤄 로컬 영역 간 글로벌 이동성의 경우엔 MIP

동작 절차를 사용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낸다 는MIP . Q.MMF

분리된 전송플랜과 제어플랜 구조를 통해 전송 프로토콜과 독립적인 이동

성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성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는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이므로 이동성 지원 표준 기술로써 부족

함을 갖고 이동성 관리 동작 시 기존 의 동작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MIP

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낸다 은 기반의 코어네트MIP . MPLS-MOB MPLS

워크와 다양한 액세스네트워크들로 이뤄진 구조에서 전송기능과 제어기능

을 분리하여 이동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 관리 수행에 대한 구조를 제안한

다 그러나 은 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안으로써. MPLS-MOB MIP

기존 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에서 고정 이동 액세스 기술들의 통MIP . NGN /

합을 추구하는 는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정 이동 액세스 기술FMC /

및 독립적인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로 서비스 및 어플리케End-user

이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개략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이동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세대 이동성

방안으로써 부족함을 갖는다 매체에 독립적인 핸드오버를 추구하는.

는 이동노드나 네트워크 개체의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 스택802.21 MIH

내 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발생 시 트리거에 의한 핸드오버 지연MIHF L2

감소를 도출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층을 기반으로. L2.5

하므로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성 제공을 위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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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이동성 제공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차세대 이동성 방안 제안에 앞서 네트워크 성능 망 연동 인증 이동성, , ,

관리 요구사항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을 참조하여. ITU-T Y.2201 NGN

에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위 레벨에서의 요구사항 및 관련 특Release 1

성들에 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을 통해 차세대네트워크에서. Q.1706/Y.281

의 다양한 이동성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알아본다 은 특정 이. Q.1706

동성 레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동성에 관한 에서의 이동성 관NGN

리 고려사항 및 요구사항을 다룬다 현재 등은 차세대네트워. IETF, ITU-T

크에서 이종 망 간 연동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

및 처리를 위해 망연동 및 서비스 연동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동에 관해 는 표준 개발의 근본이 되어 각 개별 통신망인ITU-T

경우에 한하여 여러 표준 권고안들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연동을 주제로.

한 기술의 결과로써 이종 통신망 환경에서 야기되는 연동 상황을 규정하

기 위한 일반 구조 모델을 제시하는 및 권고안을 개발하Y.1401 Y.1251

였다 따라서 이들을 기반으로 망 연동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차세대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지원을 위한 요구사.

항으로써 사용자 인증은 네트워크상에서 프로토콜들에 의해 이뤄진다AAA .

이들 프로토콜들이 인증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구사AAA

항에 관해서는 와 를 통해 살펴본다IETF RFC3169 RFC2989 .

차세대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2.

차세대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및 기존 이동성 기술

들의 분석 결과 보다 향상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성 방안 연구 시 다

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된다.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 새로운 이동성 지원 방안에 관한 새로운 이:○

동성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프레임워크

정립 정도이거나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써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성 기술은 통합 망 환경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이동성 관리 인증 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요소, QoS,

를 통한 다양한 이동 유형에 대한 이동성 메커니즘 정립을 이뤄야

한다.

망 연동 사용자가 이종 망 간 이동 시 이종의 액세스 기술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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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연 발생 및 서비스 단절 미보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QoS

다 이러한 이종 망 간 불연동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 간 연동이 요구된다.

인증 네트워크는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에 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나 와 같은 메커니즘이 제공되고 있RADIUS Diameter AAA

다 그러나 다양한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통합 망 환경에서 사용자 인.

증을 위해 이와 같은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종의 네

트워크로 새로이 접속을 시도할 때마다 동일한 인증 과정을 반복적

으로 수행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증 절차 수행은 서비스 지연 및 끊.

김을 초래한다 따라서 통합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인증을 위한 통합.

인증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차세대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지원 방안 연구3.

제안 방안의 구조 및 특징3.1

차세대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이동성 제공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

안 방안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록 와 같이. ( 2-1)

제안 네트워크 구조는 기능이 제공되는 코어네트워크를 중심으로MPLS

다양한 이종의 접속 기술들에 의한 액세스네트워크들로 구성된다 제안 네.

트워크 구조상에는 이종 액세스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동성 제어 기능을 제

공하는 기능 요소로써 코어네트워크의 코어 이동 지원 시스템인

와 각 액세스네트워크의 로컬 이동성 지원 시스템CS(Centralized Server)

인 이 위치한다 이동단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동성 관리ER(Edge Router) .

기능을 수행하는 는 여러 액세스네트워크 정보와 각 액세스네트워크에CS

접속하는 이동단말들에 대한 위치 바인딩 정보 및 이동단말과 통신 중인

상대단말과의 데이터 전송 경로 정보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은 이동단. ER

말의 위치 등록 및 핸드오버 관리 를 통한 시그널링 송수신 간, LSP , ER

터널링 설정 및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두 이동성 지원 시스템은.

기반 코어네트워크 내에 미리 설정된 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MPLS LSP

하게 제어 시그널링을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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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1 제안 방식의 네트워크 구조)

제안 방안의 네트워크 구조는 분리된 제어 시그널링과 데이터 전송 경로

지원 최단 경로 지원을 통한 패킷 터널링 오버헤드 분산 및 데이터 전송/

지원 이동단말에 대한 빠른 위치 등록 및 핸드오버 제어 지원 를 이용/ /LSP

한 신속한 제어 시그널링 전달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제어를 통한 단말/

동작 간소화 및 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User preference network policy

접속 제어 분리된 위치 관리 및 핸드오버 제어 기능 지원 단말에 대한 계/ /

층적 이동성 관리 지원 이종 액세스네트워크에 대한 독립적인 통합 인터/

페이스 제공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단말 이동성 제공을 위한 절차 연구3.2

앞선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네트워크에서 망연동 및 통합인

증 지원을 위한 연구 방안 그리고 제안 방안에서 단말에 대한 이동성 관

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이종 망간 연동 방안○

❑ 망 연동을 위한 연구 방안으로써 의 과 두 표ITU-T Y.1251 Y.1401

준문서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네트워크에서 망 연동 모델 및

시나리오 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은 하나의 통신망과 이종. Y.1251

망 간 연동을 위해 통신망 간 연동 및 서로 상이한 서비스 간 연동

구조 모델을 규정하고 망 연동 시 요구되는 기능 및 원칙들을 정의,

함으로써 연동 구조가 준거할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은. Y.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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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동과 통신망 연동과 같이 기반 통신망과IP N-ISDN,

혹은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연PSTN B-ISDN

동 시 요구되는 기능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을 통해 연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연동에서 고려Y.1251

되어야 하는 프로토콜 계층 및 동등 관계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을 근간으로 연동을 규정하기 위한 일반적 구조 모델과 규정된 구

조 모델을 기반으로 이종 통신망 간 통신망 연동과 이종 서비스 간

서비스 연동의 상황을 예제로 적용하여 그 구조 모델의 활용에 대

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을 통한 기반 네트. Y.1401 IP

워크와 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그 외 네트워크와 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한 요구 기능 및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종 망 간 통합 인증 절차○

❑ 단말의 이동에 의한 기존의 반복적인 인증 절차에 의한 문제점 해

결을 위해 이종 망 간 통합 인증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 네.

트워크 환경에서 인증 수행 시 각 액세스네트워크에 대한 식별자를

통합 관리하여 용이한 가입자 관리 및 간소화된 인증 절차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 망 간 단말 이동의 경우. WLAN WiBro

를 이용한 통합 인증 절차를 다룬다 제안 통합인증 방안Global ID .

은 를 사용하여 여러 액세스 가입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Global ID

고 인증에 사용되는 공통의 인증 정보를 생성하고 각 액세스네트워,

크에 대한 인증 관련 정보를 저장소에 저장함으로써 핸드오버 시

접속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핸드오버 지연 감,

소 결과가 얻어지도록 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단말 이동성 지원 절차○

위치 등록 절차❑
제안 구조에서 이동단말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

우 단말은 코어네트워크의 서버에 자신의 위치 등록을 위한 동작

을 수행한다 단말의 초기 등록 시 코어네트워크 서버가 이동단말.

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은 주소MAC , Local IP

주소 그리고 영구 주소를 코어네트워크의 서버에 알려 자신의IP

위치를 등록한다 위치등록 절차는 각 액세스 기술에 따라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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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속 절차를 통해 시작된다 제안 방안에서 단말의 위치등L2 .

록 절차는 그림 부록 와 같다( 3-2) .

그림 부록( 2-2 초기 위치등록 절차)
핸드오버 절차❑
제안 구조에서 이동단말이 하나의 에서 다른 로 이동할 때- ER ER ,

단말은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부록( 2-3 가 포함하는 경우) CS MN's L2 ID

그림 부록( 2-4 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 CS MN's L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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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버 절차는 초기 위치 등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나 이- ,

는 이미 위치 등록을 마친 단말이 새로운 액세스네트워크에 진입

하는 상황이므로 주소 할당 및 통보 절차는 생략한다Home IP .

그리고 초기 위치 등록 시 이 단말에 대한 모든 리스CS#1 L2 ID

트 정보를 로부터 제공 받아 관리하므로 단말에 대한CS#2

절차 또한 생략된다 그림 부록 과 그Information Request . ( 2-3) (

림 부록 는 제안 방안에서 이동단말의 핸드오버 절차를 나타2-4)

내며 가 의 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CS MN L2 ID .

이동성 제공을 위한 향후 요구사항3.3

향후 이종의 액세스 기술을 갖는 다양한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구조상에

서 효과적인 이동성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구성, ,

요소 및 기능 그리고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동성 관리 메커니즘에 의한 향상된 이동성 제공 보장을 위한 망

연동 및 통합인증 연구 방안에 관해 알아본다 그러나 현재의 이동성 지원.

방안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요소들의 기능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

히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안 방안의 이동성 표준 기술로의 점진적인.

접근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이동성 기능 구조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안 방안의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요소의 기능 구조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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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IPv6 Deploy

필요성1.

의 화 즉 수용을 위하여 도입 필요Sensor Network IP , IP-USN IPv6○

기존 의 공인주소 부족 문제를 도입으로 해결IPv4 IPv6❑
❑ 향후 기능 활용IPv6 Auto Configuration

○ 신규 서비스 이동성 보안성 등 를 지원하기 위한 도입 필요IPv6 ( , ) IPv6

제공을 통한 제공 가능IP-based Mobility End-to-End Service❑
제공을 통한 제공 가능IP-based Security End-to-End Service❑

단계적인 추진 전략2.

단기○

도입전략Loosely-coupled IPv6❑
기존의 활용을 위한 방안 제공- legacy IPv4 network

기반의 도입 전략- Client-Server IPv6

이동성 보안성 제공 가능· ,

체계· Dual IP Address (Network IPv4 address/Application

IPv6 address)

서비스 제공- Tunneling-Based IPv6

그림 부록( 3-1 단기 모델) IPv6 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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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도입전략Tightly-coupled IPv6❑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가 화 기반- IPv6

네트워크 기반의 도입 전략- + Client-Server

이동성 보안성 제공 가능· ,

체계· Single IP address (Network/Application IPv6 address)

불필요 감소- Tunneling (Overhead )

그림 부록( 3-2 장기 모델) IPv6 Deploy

타당성3.

신규 서비스 이동성 보안성 조기 제공 가능( , )○

변경 최소화 가능Network❑
이동성 보안성 제공을 위한 단말기반의 솔루션 도입을 통한- , IPv6

현 네트워크의 변경 최소화 가능

운영 관리의 용이성/❑
단일 플랫폼 도입으로 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의 용이성 제공 가능-

비용 절감의 효과❑
기존 장비의 교체나 업그레이드 없이 서비스 제공에 따른- IPv6

감소CapEx

- 를 통한 감Network-Independent IPv6 Unified management OpEx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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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에서의 과금요소 및4. BcN Flow based

적용 방안 연구

차세대 네트워크 및 과금 동향1. QoS

동향1.1 NGN Charging

오늘날의 네트워크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초고속 인터넷시장은 인터넷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데이터 트래픽 급증 및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의 보편화와 단말 기술 휴대PC (PDA,

폰 의 발전에 따른 사용자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인터넷) E- Commerce,

전화 고품질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컨텐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응용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개선IP

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간의 차별화된 품질위주의 경쟁으로 이ISP

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초고속통신망의 대중화에 따른 기존 사용.

자의 인터넷 이용분야 확대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며 가입자 시장은 사용자 포화로 인해 들의 수NO(Network Operator)

익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통신 시장은 인터넷 시장의 폭발에 따라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제공하는 들에게 있어서 과도한 투자 부담을 불러일으키게 되었NO

다 매년 배의 사용자 트래픽의 증가는 들에게 있어서 데이터 망의. 2~5 NO

서비스 품질 및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네트워크 시장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들은 기존의 서비스/ . NO

망에서 을 기반으로 한 가입자 망의 광대역All IP Network/Optical Internet

화 음성 패킷화 엑세스 통합망의 구축 유무선 통합망 구축 백본망 등의, , , ,

광대역화 등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망으로의(Next Generation Network)

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수익구조의 개편을 꾀하고 있다.

의 자료에 따르면 들은 이러한 으로의Baskerville Communication NO NGN

전환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시기도 상당히 빠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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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인터넷 트래픽의 수용 사용자들의 보장 으로의 통합NO , QoS , NGN

을 위해 의 도입 망 확충 등을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MPLS ,

있으며 이에 따른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들의 현재 수익구조. NO

는 사용자들에게 부가되는 비용 및 회선 사용료로는 사Network Access

용자뿐만 아니라 들에게도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NO .

우리나라 기준의 과금 정책은 정액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Access

일부 매니아들의 과중한 데이터 액세스로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으며 이는 들의 과도한 투자의 직접적인 원인중의 하나이다 사NO .

용자들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그 기준을 만

족시킬 와 그에 따른 과금 정책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Network

다.

보장 후보 기술1.2 QoS

현재 인터넷에서 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QoS IntServ(Integrated

처럼 종단간 마이크로 플로우 별 자원 예약 프로토콜을 사용하는Services)

방법과 와 같이 정적으로 트래픽 클래스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별 자원을 예약하는 방법 와 를 혼합하여 쓰는 방법, IntServ DiffServ ,

를 집결된 트래픽에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aggregated)

적용하여 동적으로 트렁크를 예약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

이크로 플로우 별 자원 예약 프로토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에IntServ

서 사용하는 가 있는데 의 시그널링은 홉 바이 홉으로 플로우RSVP , RSVP - -

의 전송 경로를 경유하며 이 전송 경로 상의 각 라우터가 개별적인 트래

픽 플로우 별로 소프트 스테이트의 자원 예약 상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는 라우터의 기능 요구 사항이 높을 뿐 아니라 사용자 플로RSVP

우 수에 관련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와 모델의. IntServ RSVP

확장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를 마이크로 사용자 플로우가 아닌 집RSVP

결된 플로우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에서는.

적정 트래픽 집결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고 집결된 플로우에 대,

한 동적인 자원 예약 및 연결 수락제어는 여전히 와 같은 홉 바이RSVP - -

홉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유발하며 코어 라우터들도 여전히 그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사용자 플로우 수에 비례하는 양의 상태 정보를 유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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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적으로 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개별적DiffServ IntServ

인 플로우 별로 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내에서는QoS

트래픽 클래스 별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기능만을 제공한다(class) .

에서는 트래픽 조절의 복잡한 기능은 망의 경계에서만 수행하고DiffServ

네트워크의 내부에서는 아주 간단한 패킷 전달 기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에서는 의 확장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네트워크가DiffServ IntServ ,

단지 클래스별로 서비스를 차별화 할 뿐 종단간 를 보장하지 못한다QoS

는 한계점이 있다.

와 가 혼합된 환경에서는 망이 를 이용해IntServ DiffServ DiffServ IntServ

종단간 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도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데QoS ,

는 어떠한 표준화된 연결 수락 제어 방안도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DiffServ

의 혼잡 제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에지 노드는

도메인에 속한 노드의 트래픽 부하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DiffServ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GRIP(Gauge&Gate Reservation

대역폭 브로커with Independent Probing), (Bandwidth Broker, BB),

등이 제안되었다 먼저 에RMD(Resource Management in DiffServ) . GRIP

서는 소스 노드가 데이터 패킷을 보내기 전에 목적지로의 탐색 패킷을 네

트워크에 내보내어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 상태를 파악한다 목적지는 탐색.

패킷을 받으면 소스 노드에게 피드백 패킷을 보내는데 만일 소스가 일정,

시간동안 탐색 패킷에 대한 피드백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면 네트워크에

혼잡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 요청을 거절한다 은 도메인에. GRIP DiffServ

대한 연결 수락 제어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자원 예약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과는 달리 대역폭 브로커 는. GRIP (Bandwidth Broker, BB) DiffServ

망에 대한 자원 예약과 연결 수락 제어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각 도메인 내에 자원 관리자인 대역폭 브로커를 두고 이 대역

폭 브로커가 도메인 내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웃 도메인과 서비스 협약

을 담당하도록 한다 대역폭 브로커를 사(Service Level Agreement, SLA) .

용할 경우 연결 수락 제어는 자원 예약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제 도메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 예약을 할 것인가는 관

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역폭 브로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DiffServ

네트워크에서 자원 예약과 연결 수락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자원 예약이나 연결 수락 제어를 위한 메커니즘은

아직 정의된 바 없다 는 망에서 자원 예약과 연결 수락 제. RMD Diff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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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위해 제안된 또 다른 방법이다 는 진입 에지 라우터에서 진출. RMD

에지 라우터로 별로 자원을 예약하기 위한PHB(Per Hop Behavior)

프로토콜과PHR(Per Hop Reservation) PDR(Per Domain Reservation)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진입 에지 라우터가 진출 에지 라우터로 자원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중간 라우터들은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예약하고 자원이

없으면 패킷에 표시를 한다 이를 받은 진출 에지 라우터는 패킷에 표시된.

정보를 살펴보고 진입 에지 라우터에게 연결 수락 결정을 알린다 이 방안.

은 도메인에서는 네트워크 코어에서 전혀 사용자 플로우에 대한DiffServ

상태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상태 정보 유지 측면에서는 확장성이 있

으나 매 사용자 플로우에 대하여 홉 바이 홉 시그널링 프로토콜이 필요, - -

하므로 연결 수락 제어 시간이 길며 네트워크 코어에서의 시그널링 오버

헤드는 사용자 플로우 수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는 인터넷의 응용 서비스의 요구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역 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bandwidth)

는 프로토콜이다 는 라우팅 프로토콜과는 다른 개념으로 라우팅 프. RSVP

로토콜을 사용하는 망에서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자원을 예약할 뿐이다.

는 특정 세션의 패킷에 대해서만 동작하는데 하나의 세션은 목적지RSVP

의 주소 수송 프로토콜의 형태 그리고 목적IP , (transport protocol type),

지의 포트번호 로 정의된다 가 특정 세션의 패킷에 대(port number) . RSVP

해서만 동작하므로 의 메시지에는 세션의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가RSVP

있어야 한다.

모델은 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 QoS

하나로 모델이 확장성이 취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IntServ ISP(Internet

들에 의해 제안된 모델이다 기존의 는 트래픽 흐Service Provider) . IntServ

름 에 대해 미리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는(flow) ,

방식으로 그 흐름들에 대해 보장된 서비스와 컨트롤, 100% (guaranteed)

된 로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에 비해 는 패(controlled load) . DiffServ

킷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클래스로 구분해서 중요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는 보장된 서비. DiffServ 100%

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구현이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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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SIP/SDP(Session Initiation Protocol/Session Description

을 이용한 이 현재 에 많이 적용되어 있으나 이도Protocol) Call Setup IMS

사용자가 명확히 자신의 특성을 신고 할 수 없어 작Traffic SIP extension

업이 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트래픽 특성 중 가장 중요한IETF .

필요한 대역폭신고를 하고 있어나 만을 신고하므로 다양한Peak Rate

의 트래픽 특성을 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의NGN Statistical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리라 예상된다Multiplexing .

그림 부록( 4-1 트래픽 특성)

그러므로 과 같이 개념을 가질 수 있도ATM SCR(Sustainable Cell Rate)

록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하나의 후보 시그널링으로는 에서 작업되고 있는ITU-T SG11

시그널링이다 실제 작업내용은 다양한 트래픽을 수용할 수 없QoS . NGN

고 또한 관련 프로토콜이 와 협력 하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IP IETF

얼마나 많은 들이 이 프로토콜을 수용할지가 의문이다Telecom Vender .

프로토콜 역시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이 작업은 일SG11 SCR

어 날 전망이다.

의 경우 의 주도로 작업이RMD DiffServ(Resource Management) IETF

이루어진 프로토콜로 기존 가 어떠한 명확한 시그널링이Legacy DiffServ

없이 단지 서비스 가입시 를 기준으로 를 세텡하는 것에 비해SLA D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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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시그널링 하에 동작한다는 점이 다르다 의 경우. DiffServ

라는 점에서 품질보장 방법이고 전CoS(Class of Service) Coarse grained

술한바와 같이 시그널링 프로토콜이 없는데 비해 는 보다RMD DiffServ

진보된 방법이나 보다 명확한 품질보장을 위해 의 형Fine Grained IntServ

태로 진화할 예정이나 당분간 이를 혼용한 상태의 품질보장이 주를 이루

고 있고 이는 현재 컨소시움에서도 마찬가지 상태이다BcN .

그림 부록( 4-2 품질보장 후보기술)

관련 표준화1.3 NGN Charging

국제 표준화 기구 및 표준 단체에서 과 관련된 다양한 기Regional NGN

술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와. ITU-T ETSI(European

에서는 각 및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Institute) Study Group

별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동통신망 분야에Starter Group ,

서는 이외에3GPP/3GPP2, MSF(Multiservice Switching Forum),

등 여러 기관들이 서로 연계IETF(International Engineering Task Force)

하여 표준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은 영국 미국 이태리 등 같은. NGN , ,

통신선진국뿐만 아니라 통신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 도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통신망은 차세대 통합 망으로 구축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다.

품질이 보장되면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를 위해 에 관NGN Charging

령된 이 에서 년에 시작되어 년 월 권고안 초안Question SG-3 2004 200 7

이 완성되어 내년 월 회의에 승인이 될 승인이 될 예정이다 본 권고안3 .

은 모든 기고서 및 이 한국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현재까지 작업내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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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및 과금 요소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 졌고 내년 월에DiffServ IntServ , 3

및 의 을 포함 할 예정RMD DiffServ SIP extension, SG11 QoS SIgnalling

이다.

관련 표준화 작업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금부분에NGN ,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의 과금 및 정산에 관한, ITU-T

권고작업이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년 월 회의에서 요금. 3 SG3 NGN

및 정산원칙에 대한 권고안 초안을 우리나라가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NGN

통신 요금의 과금 및 정산 원칙 개발을 주도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국

가 경제적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은 들의 망 라우팅에 있어 예전의 라우팅 방식NGN Charging NO OSPF

이 아닌 각 들이 제시하는 경로 사용 비용에 따라 라우팅 경로를 정할NO

수 있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최단경로를 이.

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들이 지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로를 유NO End

저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

한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들이 보장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NO

는 그에 상응하는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의 시점은 기존망의 통합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NGN

한 기존망 통합이 이루어진 후 곧 닥칠 문제는 요금 및 시스템규정 통합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 국내외에서 에. . NGN Charging

관심을 나타내고 내고 있지만 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NGNP Charging

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해 나라별 기관별로 각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은 개념위주의 과금 적용 방안과 참조모.

델 개발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적용여부가 불확실하고(Reference Model)

프로젝트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초점 차이로 인해 국제적인 통합(Focus)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 들의 수익과 밀접한 연. IP Charging NO

관이 있으며 차별화 된 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QoS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도 ICAIS(International Charging Agreements For Internet

문제가 있다 인터넷망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그 후 국제적으로Services) .

확대된 인터넷은 국제접속에 관해서 이용하는 미국 이외의 국가가 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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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을 빌려 미국에 접속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미국을 통한 인터넷 접.

속비용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억을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의 트래픽은5000 .

양방향이며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아시아 국가의 컨텐츠를 이용할 경우

우리들이 지불하였던 국제회선을 사용하여 무료로 이용하므로 이러한 불

공정한 요금부담에 대한 시정요구가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차원에서 인터넷 국제회선 요금 부담에 대한 문제가 년에 공APEC 1998

식 제기 되었고 에 관한 설치를 결정하였다, ICAIS Taskforce .

년 회의에서는 국가간 인터넷 백본 사업자간 상호접속2005 ITU-T SG3

및 국제 간 상호접속에 따른 비용정산에 관한 논의가 주요쟁점이 되었ISP

다 개발도상국과 인터넷 선진국간의 접속 비용 배분의 문제는 매우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관련. IIC(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

이슈는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괄목할만한 인터.

넷 확산을 이룬 한국의 입장에서 대형 인터넷 사업자를 중심으로 국내 상

황에 유리한 기술적인 근거와 경제적 근거를 그룹SG3, IIC Rapporteur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유선기반 음성 트래픽 감소 및 무선기반 시

장 수익률의 현저한 감소 다양한 소비자의 통신 콘텐츠 요구 기존, , TDM

시장 수요의 급감 라우터 시장의 포화 등이 통신 사업자들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찾게끔 하였고 마찬가지로 통신장비업체들로서도 기존의 제,

품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개념의 장비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여야 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과금 요소 도출2. Flow based

과금 요소와 그들의 파라미터들은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과금에 사용된

다 네트워크 활용 과금은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량에 대한 과금이다. .

○ 과금 요소

❑ 과금 단위(Charging Unit)

과금에서 사용 시간 단위는 를 사용한다- mili-second(s) .

과금요소에서 바이트의 수는 초당 바이트 수 를 사용한다- (byte/s) .

과금에서 사용량의 단위는 패킷 을 사용한다- (pa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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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금 요소

과금 요소는 아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은 과금 요소에서 예. CP_R

약 에 해당하고 는 과금 요소에서 사용량 를(Reservation) , CP_U (Usage)

나타낸다.

Characteristic Reservationrelated chargeaffectedthrough
Usage relatedcharge affectedthrough When available

QoS Class CP_R CP_U At connectionestablishment
Traffic Descriptor CP_R None At connectionestablishment
Identification of theinterfaces relevant tocharging CP_R CP_U At connectionestablishment
Connection end dateand time CP_R CP_U At connectionestablishment
For each successfulrenegotiation: dateand time andrenegotiated trafficdescriptor

CP_R None After eachmodification (duringthe connection’sactive phase)
Connection end dateand time CP_R None At connectionrelease
The number of userpackets admitted intothe network to whichQoS guarantees apply None Nadmitted,0+1 orNadmitted,0SeeNote

During theconnection’s activephase & atconnection release
The number of userpackets admitted intothe network to whichno QoS guaranteesapply

None Nadmitted,1 SeeNote
During theconnection’s activephase & atconnection release

The number of userpackets delivered bythe network to whichQoS guarantees apply None Ndelivered,0+1 orNdelivered,0 SeeNote
During theconnection’s activephase & atconnection release

The number of userpackets delivered bythe network to whichno QoS guaranteesapply
None Ndelivered,1 SeeNote

During theconnection’s activephase & atconnection release
DSCP Code point None CP_U Indicate priority
QoS Class CP_R CP_U By SLA

표 부록( 4-1 과금요소)

주 은 네트워크에 의해 등록된 패킷의 수를 나타낸다*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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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 방 융합형 서비스 제공 방안5. IPTV․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 IPTV•

고 있다 는 활성화 정도에 따라 통신 및 방송산업 뿐만 아니라 컨텐츠. IPTV

및 가전산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서비스 구조는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NGN IP Multimedia

와 를 채택하는 것으로Subsystem(IMS) PSTN/ISDN Emulation Service(PES)

시작하였다 최근 서비스를 서비스 구조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IPTV NGN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에서 정의한 기능 개체 가운데에서, IMS IPTV

서비스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개체와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IPTV

서비스의 기능 개체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기반의 서비스 구조를 기반과 기반으로NGN IPTV IMS Non-IMS

구분하여 표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통화서비스에 필요한 기능 개체와 공.

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개체와 기반과 기반의IPTV IMS Non-IMS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개체를 자세히 분석한다IPTV .

상위 수준의 서비스 구조1. IPTV

상위 수준의 서비스 구조는 그림 부록 과 같이 사용자 네트워IPTV ( 5-1) ,

크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콘텐트 사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

정의된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와. IPTV

단말의 인증과 주소 할당을 담당하는 전달 기능으로 구분한다 네IPTV IP .

트워크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 공통적으로IMS IPTV

사용하는 전달 기능이다 서비스의 제공방식은 의 호 세션 제어 기. IPTV IMS

능인 를 이용하는 기반 서비스 방식과 와 관계없이Core IMS IMS IPTV IMS

서비스 제어 기능개체를 신규로 정의하는 기반 서비스IPTV Non-IMS IPTV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림 부록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5-1) IPTV

인터페이스를 굵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클라이언트 는 기반. IMS (client) IMS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또는 그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점선으로IPTV IMS .

표시된 구성요소와 인턴페이스는 선택사항이다 예를 들어. , “Other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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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절Services” IPTV , IPTV

차에 필요하지 않다.

그림 부록( 5-1 상위 수준의 서비스 구조) IPTV

서비스의 공통 기능2. IPTV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통 기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번째IPTV .

는 기능 요소로 애플리케이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구IPTV , IPTV

성요소이다 이 요소들은 또는 기반 시스템에 관계없이. IMS Non-IMS IPTV

동일한 서비스 로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버. (DRM) ,

전자 프로그램 안내 서버 그리고 미디어 전달 기능 등이 기반 또(IPG) IMS

는 기반 방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적Non-IMS IPTV

으로 사용되는 기능개체 이다 두번째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 IMS IPTV

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개체로서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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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용자 인증 사용자 위치 및 상태 정보 콘텐트 메타데이터 통합 공, , , ,

지 기능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과금 등이 포함된다, , .

상세 수준의 서비스 구조3. IPTV

그림 부록 는 서비스와 하부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요소에( 5-2)

중점을 두고 있다 상세 수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가지로 분류할. IPTV 5

수 있다.

응용 요소 계층 애플리이션의(Application Component Layer): IPTV○

기능 요소를 포함한다 이 계층의 주요 역할은 터미널이 콘텐. IPTV

트 아이템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콘텐트 보호를.

포함한다.

서비스 지원 기능 미디어 콘텐트를 콘(Service Support Functions):○

텐트 소스에서 단말로 전달하는 기능 요소IPTV

서비스 제어 기능 미디어 콘텐트를 콘텐(Service Control Functions)○

트 소스에서 단말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를IPTV

위한 기능 요소

전달 기능(Transport Functions)○

제어 기능(Contro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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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기반의 서비스 구조( 5-2) Non-IMS IPTV

구조의 확장4. IMS (Extension)

구조의 확장은 그림 부록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 플랫폼에IMS ( 5-3) ,

서 스트리밍 비디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IPTV

다 이 구조는 단일 플랫폼의 보수관리 서비스 생성의 용이성 중복 감소. , , ,

구조 확장성 개선 이음새없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동성 지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신호 부하 확장성의 저하와 프러비져닝과 지원의 다각화 저하.

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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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구조의 확장( 5-3) IMS

구조의 개선5. IMS (Enhancement)

향상된 구조는 그림 부록 와 같이 그리고 네IMS ( 5-4) SIP, RTSP HTTP

트워크 기능을 조화롭게 일치시킨다 가입자 프로파일 기능은. SIP, HTTP

그리고 에 필요한 가입자 프로파일을 포함한다 향상된 구조는 일RTSP . IMS

반화된 가입자 가입 정보를 지원하도록 현재의 를 확장해야 한다IMS HSS .

그림 부록 구조의 개선( 5-4) IMS

신호 기능은 동일한 플랫폼상에서 또는 분리된 공동 플랫폼상에서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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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락시를 결합한다 한편 는 상태 관리를 하는 프로RTSP HTTP . SIP

토콜인 반면에 는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상태 관리의 차HTTP .

이는 향상된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IMS . IMS, RTSP

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정책과 관련된 기능은 유일한 어플리케HTTP

이션 정책 기능 형태로 결합된다 어플리케이션 정책 기능의 요소는. SCIM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서비스 생성 이음새 없는 서비스 연속성 그리고 서,

비스 유효성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무선 및 유선 사업자는 단일 플랫폼.

에서 웹과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트를 환경에 적합한 콘텐트로 조절하여IMS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네트워크에서 중복된 요소를 제거하는 효.

과를 얻을 수 있고 과금 모니터링 그리고 유지보수를 한 곳에서 조절할 수, ,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서비스 구조는 서비스 구조와 정확하게 매핑IPTV NGN

되진 않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하여 두 구조의 관련성이 좀더 분명히 질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후에 서비스 구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IPTV NGN

되는 메시징 서비스와 웹 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한 기능 정의가 시작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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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비스 발전 방향6. u-Work

서비스 개요1. u-Work

서비스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및 다양한 정보통신 단말u-Work ,

기들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

스를 말한다.

서비스 형태는 와 기반u-Work Fixed environment Mobile environment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으며 에서는 근무자가 지, Fixed environment

사 및 원격근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이며,

에서는 근무자가 노트북이나 등을 가지고 다양한Mobile environment PDA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동 원격 근무 형태일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부록( 6-1 서비스) u-Work

서비스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2. u-Work

사업자간의 서비스 연동은 크게 연동 서비스와u-Work Portability

연동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러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Network .

는 사업자간에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u-Work

제공을 위한 계층별 연동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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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요구사항

서비스 제어

플랫폼

망의 특성에 맞는 의 변환 필요- Service parameter
사업자간의 서비스 연동을 위해 서비스 제어- u-Work
플랫폼간 연동 필요

사업자 망 은폐 기능 필요- Topology
타 사업자 사용자의 위치를 알기위해- DNS query/

필요response

네트워크

서비스 연동 플랫폼의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 u-Work
워크 제어 플랫폼을 통하여 자원예약 필요

상대 사업자와 연동을 위해 네트워크 제어- QoS Policy
플랫폼간 연동 필요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으로부터 에게- Border Gateway
을 위한 필요QoS Mapping Signalling
간 의 연동을- Border Gateway Data Traffic QoS Policy

위해 필요Mapping (ex: DSCP field Mapping)
간 생성 필요- VPN Gateway Secure Tunnel

단말

사업자간 이기종망들의 가 가능한 탑- access Multi chip
재 단말 필요

가 가능한 탑재 필요- VPN access VPN Client

표 부록( 6-1 연동 서비스를 위한 계층별 요구사항) u-Work

서비스 발전 방향3. u-Work

초기 통신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고정된PC

장소 본사 에서 근무하는 형태였다 이후 을 이용하여 간Off-line ( ) . PSTN PC

의 모뎀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격근무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

기존의 으로 전달되던 방식을 탈피하여 원격지에서 을 이용Off-line , PSTN

한 통신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한 근무 형태를 가졌다On-line .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근무자들은 가정 및 원격지에서 화상 통신 회(

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근무지와 동일한 환경 구현이), VPN,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재택근무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초고속 인터. ,

넷의 제공으로 인해 본사와 지사간에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한 인력

이동에 따른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도입을 고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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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 단말의 이동성과 서비스별 제공이 가능해지는 형태BcN QoS

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의 단말을 이용한 다양한 망 접근이 가능. Access

해져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한 이종망 사이에서 고품BcN u-Work

질의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받는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부록( 6-2 서비스 발전 형태) u-Work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의 제공형태는 단말의 이동성 제공을BcN u-Work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중 타망으로 접속시에도 동Mobility ,

일한 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술QoS Mobility QoS Control Platform

도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다양한 망 접속에 따른 보안성 취약을. Access

방지하기 위해 환경에서 단말까지 을 제공하는Mobile Secure Tunneling

기술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Enhanced Mobile VPN . u-Work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연동시 요구사항은 이동에 따른 서비스 연

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간 서비스 제어 플랫폼 연동과 망간 QoS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 연동 위치policy mapping function ,

정보 제공을 위한 제어 플랫폼 연동binding update function mobility ,

암호화를 통한 보안 취약성 해결을 위한 연동 측면에서Data VPN G/W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 수용을 통하여 서비스, Mobile u-Work

모델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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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 A -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AAL ATM Adaptation Layer

ABGF Access Border Gateway Function

AC-3 Audio Coding iteration Three

ACAP 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ACR Access Control Router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AGCF Access Gateway Control Function

AGW Access Gateway

AGC Automatic Gain Control

AMGF Access Media Gateway Function

AN Access Network

ANAP Access Network Application Part

AON Active Optical Network

AP Access Point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RF Access Relay Function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AS Application Server

AT Access Terminal

A-TDMA Advanced-frequency agile TDMA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

- B -

BB Bandwidth Broker

B2BUA Back to Back User Agent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GCF Breakout Gateway Control Function

BPI Baseline Privacy Interface

BRAS Broadband Remote Access Server

BSC Base Station Controller

BSS Business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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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Base Transceiver System

- C -

CA Conditional Access

CAC Call Admission Control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CATV Cable Television

CDM Code Division Multiplexing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IR Committed Information Rate

CM Cable Modem

CMTS 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CO Central Office

CoS Class of Service

CP Contents Provider

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

CR-LDP Constraint - LDP

CS Centralized Server

CSC Call Session Controller

- D -

DASE DTV Application Software Environment

DBDM Dual Band Dual Mode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C Dgital Media Center

DNS Domain Name Service

DOCSIS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DQPSK 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DSLAM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DVB-MHP Digital Video Broadcasting - Multimedia Home Platform

DVS Digital Video Subcommittee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1.0062/R3- 120 -

- E -

EA Extender AMP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ENUM E.164 Number Mapping, Telephone Number Mapping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 F -

FA Foreign Agent

FAT Forward Application Transport

FDC Forward Data Channels

FTTC Fiber To The Curb

FTTH Fiber To The Home

FTTZ Fiber To The Zone

FLC Fiber Loop Carrier

FP Frame Protocol

FSM Finite State Machine

FTP File Transfer Protocol

- G -

GGSN Gateway GPRS Supporting Node

GK Gate Keeper

GMPLS 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RIP Gauge&Gate Reservation with Independent Probing

GTP GPRS Tunneling Protocol

- H -

HA/FA Home Agent/Foreign Agent

HDTV High Definition TV

HFC Hybrid Fiber Coaxial

HGW Home GateWay

HLR Home Location Register

HNSN Home Network Service Node

Home PNA Home Phoneline Networking Alliance

HPI High-speed Portable Internet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I High Speed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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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 Home Subscriber Server

- I -

IAD Internet Access Device

I-BGF Interconnection Border Gateway Function

ICAIS International Charging Agreements For Internet Services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SCF Interrogat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GMP Internet Group Multicasting Protocol

IIC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M-SSF IP Multimedia Service Switching Function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

INAP Intelligent Network Application Protocol

IntServ Integrated Services

IP Internet Protocol

IPOA IP Over ATM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PSec IP Security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ISUP ISDN User Part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V Interactive TV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IWF Interworking Function

IX Internet eXchange

- L -

LAN Local Area Network

LCP Link Control Protocol

LDP Label Distribut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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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Label Edge Router

LMF Location Management Function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LOS Line Of Sight

LSP Label Switched Path

LSR Label Switch Router

LTE Long Term Evolution

- M -

MAP Mobile Application Part

MCNS Multimedia Cable Network System

MCP Mobile Control Platform

MGC/MEGACO Media Gateway Controller

MGCF 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

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MGW Media Gateway

MIP Mobile IP

MMoIP MultiMedia over IP

MoD Multimedia on Demand

MOS Mean Opinion Score

MPEG-2 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RBF Media Resource Broker Function

MRC Multimedia Resource Controller

MRCF Media Resource Control Function

MRF Media Resource Function

MS Media Server

MS Mobile Station

MSF Multiservice Switching Forum

MTP Message Transfer Part

MUX Multiplexer

- N -

NACF 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

NAI Network Access Identifier

NAS Network Access Server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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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P Node-B Application Protocol

NCP Network Control Protocol

NGN Next Generation Network

NGNA (CableLab's) Next-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

NI Network Interface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NNI Network Node Interface

NO Network Operator

NSICF Network Service Instance Control Function

NSIWF Network Signalling Interworking Function

NSP Network Service Provider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O -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OC Optical Carrier lever

OCAP 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

OCI-N OpenCable Interface Network

ODN Optical Distribution Network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LT Optical Line Terminator

ONU Optical Network Unit

OOB Out Of Band

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X Optical Receiver

OSA Open Service Access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OSS Operation Support System

OTX Optical Transmitter

OXC Optical Cross Connect

- P -

P2P Person to Person Or PC to PC

PAN Personal Area Network

PAR Packet Access Router

PCS Personal Communications System

P-CSCF Proxy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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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Policy Decision Function

PDP Packet Data Protocol

PDR Per Domain Reservation

PDSN Packet Data Service Node

PDU Protocol Data Unit

PHR Per Hop Reservation

PI Power Inserter

PIM-SM 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Sparse Mode

PINT PSTN-Internet Interworking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PON Passive Optical Network

POS Packet Over Sonet

POTS Plain Old Telephone System

PP Program Provider

PPP Point-to-Point Protocol

PPPoE 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PS Power Supply

PS Packet Service

PTP Point To Point

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VC Permanent Virtual Connection

PVP Permanent Virtual Path

- Q -

QoS Quality of Service

- R -

RACF 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

RADIUS 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s

RAN Radio Access Network

RAS Radio Access System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G Residential Gateway

RMD Resource Management in DiffServ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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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P-TE ReSerVation Protocol-Traffic Engineering

RTG Receive/transmit Transition Gap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 S -

SAP Service Access Point

SAS Subscriber Authentication

SCF Service Coordination Function

SCP Service Control Point

SCR Sustainable Cell Rate

S-CSCF Serv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SD Standard Definition

SDH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DP Session Description Protocol

SDR Software Defined Radio

SDSL Symmetric Digital Subscriber

SEN Service Edge Node

SG Signaling Gateway

SGSN Serving GPRS Supporting Node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LF Service Locator Function

SMS Short Messaging Service

SONET Synchronous Optical Network

SP Splitter

SPT Service Point Triggers

SSCF Service Specific Function

SSCOP Service Specific Connection Oriented Protocol

SSP Service Switching Point

SSW Softswitch

STB Set-Top Box

- T -

T/O Tap-off

TBA Trunk & Bridge AMP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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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 Time Division Multiplexer

TG Trunk Gateway

TPS Triple Play Service

TRCF Transport Resource Control Function

TTG Transmit/receive Transition Gap

- U -

UAC User Agent Client

UAS User Agent Server

UBR Unspecified Bit Rate

UCC User Created Contents

UDP User Datagram Protocol

UE User Equipment

UGS Unsolicited Grant Service

UGS/AD Unsolicited Grant Service with Activity Detection

UNI User Network Interface

UPC Usage Parameter Control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UPSF User Profile Server Function

URC Ubiquitous Robot Companion

USIWF User Signalling Interworking Function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UTRAN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UWB Ultra Wide Band

- V -

VBR Variable Bit Rate

VCI Virtual Circuit Identifier

VDSL 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

VLAN Virtual LAN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VOD Video On Demand

VoIP Voice over IP

VOP Voice Over Packet

VPI Virtual Path Identifier

VPN Virtual Privat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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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WATM Wireless ATM

WAN Wide Area Network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WiBro Wireless Broadband

WINC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 X -

xDSL X Digital Subscriber Line

기타- -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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