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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공중통신망과 사설망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계서비스(transit service) 제공

여부, 망 운용에 따른 과금과 망의 신뢰성/가용성

등과 더불어 B-ISDN 망은 또 다른 기준의 적용

이 가능하다. B-ISDN 망을 구현하기 위한 신호

프로토콜 및 망에 관련된 규격은 공중 통신망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즉 국제적인 연동,

사설망 연동을 위한 공중망에서의 요구사항, 안정

적인 망 운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 ITU-T에서 규

정한 규격(Q.2931[1], B-ISUP, E.164 등)과

ATM 기술 발전에 따라 망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정의한 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망 구성 요

소들에서 사용할 표준 프로토콜을 통합적으로 규

정하여 즉각적인 사용자 요구 서비스(예; IP over

ATM)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ATM Forum에

서 규정한 규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구현

되는 망에 어떤 규격을 적용하였느냐에 따라 공중

통신망과 사설망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기준으로 망을 구분할 경우 공중망은 망 운

용자가 설정한 경로를 통하여 호를 설정하는 방식,

즉 고정경로(static routing) 설정방식을 사용한다.

고정경로 설정 방식은 교환기간의 자원, 번호, 기

타 망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하여

운용자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망 운용에 필

요한 이러한 데이터 구성은 실 시간적으로 망의

운용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망 구성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환기는 항상 망

운용자에 의하여 망 환경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NNI(Network-to-Network Interface)

프로토콜로 PNNI(Private Network-Network

Interface)를 사용하는 사설망은 사설망 내에서

루팅에 필요한 번호, 자원 등의 데이터가 루팅 프

로토콜(PNNI)에 의하여 실 시간적으로 반영된다

[2]. 프로토콜에 의하여 운용 정보가 설정되므로

공중망에 비하여 운용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

며, 망 운용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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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4 주소체계 사용에 따른 장ㆍ단점을 살펴보고, 공중망 교환기에 ATM Forum 신호 권고안을 수용하

면서 지금까지 주로 사설 ATM 망에서 사용되어 온 AESA DCC, ICD/IOTA 주소체계를 공중망에 수용하

기 위한 검토사항, 필요성, 수용방법을 기술하고, 국내에서 구축중인 B-ISDN 망의 AESA DCC, ICD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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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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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 통신망과 사설망의 구

분은 시각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중망이 NNI 프로토콜로 ITU-T B-ISUP만

을 수용하고, 사설망과의 연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면 사설망 주소(AESA ICD/IOTA 또는 AESA

DCC)는 사설망 또는 공중망 입력단에서 공중망

에서 유효한 ITU-T E.164 주소로 변환되어야만

공중망을 경유한 호 설정이 가능하다[3-8]. 이러

한 방법은 공중망에서의 루팅 및 호제어는 단순해

지나, 공중망 UNI에 연동이 가능한 사설망 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소변환을 위한 데이터

구성과 연동된 사설망의 공중망 E.164 번호가 변

경되면 주소변환 테이블을 운용하는 모든 노드에

서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B-ISDN 망의 NNI 프로토콜로

B-ISUP과 PNNI가 동시에 수용되는 공중망을

가정하고, 공중망의 주소체계 및 루팅 관점에서

B-ISDN 망에서 ITU-T E.164 주소체계 이외에

ISO 8348의 NSAP(Network Service Access

Point) 포맷에 의한 AESA(ATM End System

Address) DCC(Data Country Code), AESA ICD/

IOTA(International Code Designator/Identifiers

for Organizations for Telecommunication Add-

ressing) 주소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망에

서 이러한 주소체계 수용을 위한 검토 기준과 수

용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B-ISDN 망의 서비스 활

성화를 위한 주요 연구대상 중에 하나인 공중망과

사설망 연동을 포함하여 AESA DCC, ICD/ IOTA

주소체계를 사용한 망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9,10].

II. B-ISDN 망의 번호체계

국내 B-ISDN 망도 연구개발 초기에는 ITU-

T Q.2931[1], B-ISUP[3]을 사용한 망 구성을

가정하였고, 번호체계도 ITU-T E.164 기반으로

Q.2931에 정의된 Native E.164, NSAP(AESA)

E.164 중 Native E.164 번호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11]. ATM Forum 및 ATM 사설망 장비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어 ATM 망에 IP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망이 활성화되면

서 공중망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UNI3.1, UI

4.0, PNNI, B-ICI, ILMI 등 ATM Forum 규격을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2, 13].

ATM Forum 권고 안에서는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공중망의 주소체계로 ITU-T E.164

(Native, Embedded, AESA), ISO 8348의 NSAP

포맷에 따른 ASP(ATM Service Provider) AESA

DCC, ICD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사설망

에서는 AESA 형태의 ITU-T E.164(Embedded,

AESA)뿐만 아니라 정의된 AESA DCC, ICD/IO

TA 주소체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4-16].

<표 1> ATM Forum의 주소체계

망 구분 주소체계

Public

Network

ITU-T Native E.164

ITU-T Embedded E.164

ITU-T AESA E.164

ASP AESA DCC
ASP AESA ICD

Customer Owned AESA DCC/ICD

Private

Network

ITU-T Embedded E.164

ITU-T AESA E.164

ASP AESA DCC
ASP AESA ICD

Customer Owned AESA DCC/ICD

ATM Forum 권고 안에서 망의 주소체계로 위

와 같은 다양한 주소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

고하는 것은 망에서의 주소가 N-ISDN/PSTN 망

의  E.164 주소에 포함된 특정 사용자 또는 서비

스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신호처리 과정

의 루팅 정보로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사용자는 망에서 제공되는 IP와 같은 상위



B-ISDN 망의 AESA DCC, ICD 주소체계와 루팅

3

서비스에 관련된 착신정보 또는 ATM Name을

입력하면 망에서 주소변환(address resolution)

과정을 통하여 ANS(ATM Name Server), 루팅

서버에 정의된 IP 주소 또는 ATM Name에 대응

하는 ATM 망의 루팅 주소(AESA E.164, AESA

DCC, AESA ICD)로 변환하고, ATM Forum 신호

프로토콜(UNI3.1, UNI4.0, PNNI, B-ICI)에서는

변환된 ATM 주소를 사용하여 번호번역 및 루팅

을 수행하는 망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법은 타 망간

또는 국제간의 망 연동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

나,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TM Forum을 기반으로 한 사설

망은 독립된 형태의 ATM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중망에서 매우 중요

시 되는 타 망과의 연동성 확보에 대하여 공중망

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TM 사설

망이 공중망과의 연동을 위하여 공중망에서 할당

된 번호(예; 공중망 E.164)를 사용할 경우 이른바

복수사업자 연동의 문제점(Multi-homing)이 발

생할 수 있다[15, 16]. 이것은 사설망이 특정 공

중 사업자망에서 타 공중망 사업자로 공중망과의

연동을 변경하거나, 안정적인 공중망과의 연동환

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사업자망과 동시

에 연동될 경우에 발생하며, 두 개 이상의 공중망

과 각기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연동하거나,

같은 주소체계라도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공중망

과 연동하면 사설망은 복수개의 공중망으로부터

할당 받은 주소체계를 사용한 루팅을 위하여 추가

적인 데이터 구성 및 호제어 절차가 필요하다.

ITU-T 권고안 및 ATM Forum 권고안에서 B-

ISDN 망의 번호체계로 E.164를 우선적으로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ITU-T E.164 주소 자원

은 PSTN/N-ISDN 망과 같이 기존에 활성화된 망

에서 대부분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 B-ISDN 망

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의 확보가 국가 또는

망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며, 공중 ATM 망에서

E.164 주소체계만을 수용할 경우에 초기 ATM 망

활성화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AESA ICD, DCC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사설망과의 연동, Frame

Relay 망과의 SVC(Switched Virtual Circuit) 연

동, ILMI를 포함한 ATM Forum 신호규격을 사용

하는 망접속 장치(Network Interface Cord: NIC),

공중망 사업자망간 또는 공중망 사업자망과 사설

망이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연동될 경우의 주

소연동, E.164를 사용하지 않는 사설망의 공중망과

의 원활한 연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망에서

도 ITU-T E.164 주소체계와 함께 AESA DCC,

ICD 주소체계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  망 사업자 주 소 체 계(Service Provider
Address)

일반적으로 B-ISDN 망의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17].

• 망의 논리적인 계위 구성이 가능한 주소체계

• 상위 계위에서 망간의 연동을 통한 망의 단순화

및 확장성 확보가 가능한 주소체계

• 망의 루팅 테이블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소체계

• 루팅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망 토폴로지에 따

라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주소요약(address ag-

gregation)이 가능한 주소체계

• 망, 사용자 단말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할

수 있고, 가용한 주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체계

• 사설망의 안정적인 망연동 및 망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소체계

• 연동된 망이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할 경우에 주

소변환(address translation)이 가능한 주소체계

ATM Forum 권고 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AE

SA E.164, AESA ICD, AESA DCC 주소체계를 사

용하여 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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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망은 위 3가지 모두를 지원하든지 선택적으로

1가지를 사용하여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설망

이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AE

SA ICD에 대한 IDI 값을 할당 받고 사설망에 대

한 주소포맷을 구성하여 망을 구축할 경우 사설망

내에서는 주소체계에 토폴로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망 번호가 공중망에 연

동되고 공중망에서 사설망 번호에 대한 루팅이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공중망 입장에서 사설망 주

소형태 및 주소체계(number plan)에 포함된 토폴

로지 정보는 공중망의 토폴로지 정보에 반영되지

못한다. 이는 공중망 입장에서 망의 토폴로지를

반영한 요약된 루팅 정보 구성이 어렵게 되며, 사

설망이 연동될 때마다 AESA ICD의 IDI 또는 뒤

에서 기술되는 IOTA의 기관번호 레벨에서 사설

망의 번호는 계위가 없는 형태로 공중망 루팅 정

보에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AESA DCC에 대하여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각 나라에 할당된 AESA DCC

주소체계를 관리하는 국가별로 구성된 기관이 AE

SA DCC 주소체계 내에 하위 계위(sub-hierar-

chy)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DCC 번

호를 요구한 각 사설망에 대하여 하위 계위에 해

당하는 번호를 할당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AESA

ICD와 동일한 현상이 공중망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중망과 사설망의 원활한 주소 연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망 사업자 주소체계 개념의 적

용이 필요하다. 이는 ITU-T E.164로 공중망과

사설망을 연동되면 전체 망에 포함된 모든 장비가

PSTN 망에서와 같이 하나의 번호체계에 의하여

망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ITU-T E.164 번호는 ITU-T에서 국가 또는

지역에 번호를 할당하고 해당 국가는 국가번호 다

음의 번호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각 망

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E.164 번호를

할당하여 주소변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중

망간 또는 공중망과 사설망간의 원활한 주소 연동

이 가능하다. AESA DCC 주소인 경우 ISO에서 각

국가기관에 국가번호(대한민국: 410)를 할당하고,

각 국가기관은 국가번호 하위의 주소형태를 국가

내의 연동된 모든 망에서 동일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소형태를 구성하여 번호체계

내에서 연동된 망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소형태

및 할당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동된 각 사업자망을 경우하는 모든 호에 대하여

루팅이 가능하다. 물론 AESA DCC 형태로 공중

망에 연동된 사설망은 공중망 AESA DCC 형태를

사용하고, 주소의 특정 계위 이하를 사설 주소계

획 시에 사용한다. 이와 같이 망이 구성될 경우에

ATM Forum에서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망

간의 루팅을 위한 주소변환 또는 Bi-Level 주소

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중망과 사설망간의 원활한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다[16].

위와 유사한 개념을 AESA ICD 주소체계에 적

용하면 각 공중망 사업자가 BSI로부터 할당 받은

AESA ICD 또는 IOTA를 사용하여 공중망 UNI의

가입자 번호로 할당하고, 망 사업자는 ICD의 IDI

또는 IOTA 기관번호 이하의 주소 해석방법을 동

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소형태를 사용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사설망이 BSI 로부터 할당

받은 ICD/IOTA를 사용하고, 공중망에서는 사설망

간 또는 사설망과 공중망 가입자간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연동환경을 구축하려면 공중망에서는

ICD의 IDI 또는 IOTA의 기관번호까지를 해석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연동된 사설망

번호는 망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적용한 공중망의

주소요약(address summarization/aggregation)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중망의 루팅 정보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망 사업자 주소체계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적인

주소등록기관에서 공중망 사업자에게 번호를 할

당하고, 망 사업자는 사설망에게 자신에게 할당된

주소공간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설망 계획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다. 공중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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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TU-T E.164 번호에 대하여는 ITU, 국가번

호 관리기구(National Numbering Authority)에

서 번호를 할당 받고, AESA ICD 번호는 BSI 로부

터 할당 받으며, AESA DCC 번호는 현재 국내에

서는 운용중이지 않지만 국가차원의 국가번호 관

리기구에서 할당 받아 사용한다.

2 .  사용자 주소체계

사용자 주소체계(customer-owned ATM ad-

dress)는 주소체계의 중요 번호를 국가번호 할당

기관(AESA DCC) 또는 국제적인 번호 할당기관

(ISO, BSI)에서 사설망에 직접 할당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사설망은 ITU 또는 국가번호기구에서 IT

U-T E.164 번호를 직접 할당 받을 수 없으며, 공

중망 사업자에게 할당된 번호의 일부를 사용한다.

AESA ICD/IOTA 번호는 사설망이 국제번호 할

당기관(ISO, BSI)으로부터 번호를 할당 받을 수

있고, AESA DCC 번호는 국가번호 할당 기관으로

부터 특정 계위번호를 자신의 사설망 번호로 할당

받을 수 있다.

사설망이 사용자 주소체계에 따른 주소를 사용

하여 복수개의 공중망과 연동된다 하여도 공중망

주소체계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복수사업자

와 연동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중망이 국

가번호기구 또는 국제번호기구에서 사설망에 할

당된 사설망 고유번호에 대하여 연동을 제공하면

사설망의 판단에 의하여 공중망 사업자를 변경하

더라도 사설망 내부의 주소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소체계를 사용한 사설망

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공중망의 루팅 정보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용자가

존재하는 사설망은 사용자 주소체계(customer-

own address)에 따른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중/소 규모 사설망의 경우는 공중망 사업

자가 할당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II. B-ISDN 망의 AESA DCC, ICD

주소체계

ATM Forum 신호규격이 제정되면서 추가적인

주소공간 확보와 ILMI를 통한 자동주소 등록(auto-

matic address registration)을 위한 단말 2 계층 주

소를 사용할 수 있는 주소체계로 NSAP 형태의

주소(AESA E.164, Embedded E.164, AESA

DCC, AESA ICD)가 ATM 망에 본격적으로 도입

되고 있다. 공중망 사업자가 ATM 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주소체계 즉, ITU-T native E.164,

AESA E.164, AESA DCC, AESA ICD 중에서 어

떤 주소형태를 사용할 것인가는 망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다. ITU-T나 ATM Forum에서 제정한 신

호규격을 살펴보면 ITU-T 신호규격은 기본적으

로 망에서 E.164 주소체계를 사용할 것을 가정하

고 있고, ATM Forum 신호규격은 공중망의 경우

ITU-T native E.164, AESA E.164, ASP AESA

ICD/DCC, Customer Own AESA(ICD/DCC) 주

소형태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 또는 전부를

제공하며, 사설망의 경우는 AESA E.164, ASP

AESA ICD/DCC, Customer Own AESA(ICD/

DCC)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망 사업자가

망의 주소계획으로 어떤 주소체계를 사용할 것인

가는 망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 사설망과의 연동, 타 사업자망과의 연동 시

주소변환 필요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망 사업자는 검토되어야 할 모든 사항이 적절할

경우에 서비스 사용자와 망 운용자에게 익숙하고,

각 국가별로 효율적인 번호관리가 수행되고 있으

며, 단순하고 명확하게 ATM SVC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TU-T E.164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중망 사업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반영하여 자신의 망에서 제공할 주소형

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에 따라 ITU- T

E.164 주소체계 중에서 NDC 주소자원의 대부분

을 활성화된 PSTN, N-ISDN, 이동통신, Frame

Relay 망에서 사용하고 있고, 설사 ATM 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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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O 8348의 AESA DCC 주소구조

E.164를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이 있다 하여도

서비스 확장, 서비스 이용자 증가, 서비스 사업자

의 증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E.164 번호자원의 부

족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초기 AT M 망 활

성화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사설망은 대부분

AESA ICD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NIC

(Network Interface Card)와 같은 망 접속장치의

대부분이 ILMI 를 수용한 ATM Forum 신호규격

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사업자망과 타 사업자망

이 연동 시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소체계 및 제

공방법이 다를 경우 고가인 IWS(Inter-Working

Function)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중망과 사

설망 연동 시에 공중망은 사설망 구성형태에 따라

사설망에서 원활한 망 계획을 사용할 수 있는 주

소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공중망

사업자가 AESA E.164와 더불어 AESA ICD/DC

C 주소형태 수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이다.

그리고 공중망 사업자가 AESA ICD/DCC 주소

형태를 수용하여도 수용방법을 ASP ICD/DCC 또

는 사용자(customer own) ICD/DCC 중 어떤 방

법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자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1. B-ISDN 망의 AESA DCC 주소체계

ISO 8348에 정의된 AESA DCC 주소포맷은

(그림 1)과 같다[4, 7]. AESA DCC AFI(Address

Format Id)는 ISO 8348에 39로 정의되어 있고,

16진수로 할당되는 DCC는 ISO 3166에 각 국가

별로 할당된 코드이다. DCC는 BCD로 코딩되며,

2옥텟의 마지막 4 비트는 ‘F’로 패딩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410이 할당되어 있다. IDP(AFI + DCC)

는 AESA DCC 주소체계 및 주소관리 주체를 의

미하고 ISO에 등록된 각 국가를 식별하는 데 사

용된다. DSP(Domain Specific Part)는 10옥텟의

HO(High Order)-DSP와 ESI(End Station Iden-

tifier)로 구분되는데 HO-DSP는 각 국가별로 구

성된 국가 DCC 주소 관리기구에서 HO-DSP의

형태 및 HO-DSP의 각 계위에 따른 번호가 할당

된다. ESI는 사설망에서의 루팅 및 단말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소체계의 최하 계위에서 유일

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IEEE MAC 주소를 사용한다. 결국

AFI + DCC + HO-DSP + ESI는 DCC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유일한 단말을 지칭하게 된다. AESA

DCC 주소체계를 사용한 망 계획 시 중요한 부분

은 HO-DSP로 각 국가의 망 환경 및 망 사업자의

망 토폴로지, 사설망과의 연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중인 B-ISDN 망에서

는 AESA DCC 주소체계 수용을 위하여 연구가

진행중이며, (그림 1)의 HO-DSP에 반영되는 주

소형태에는 제2장 1절에서 기술한 주소체계에 대

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1절의 요구사항은 공중망, 사설망을 포함

하는 전체 망 환경에서 SVC 서비스 제공에 필수

적인 주소형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공중망 관점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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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SO 8348을 적용한 HAN/B-ISDN AESA DCC 주소구조

39

AFI

CDFI: Country and Domain Format Identifier
SDI: Sub-Domain Identifier
SID: Switch Identifier
PTID:Public Termination Identifier

Rsvd: Reserved for CDN(Customer Domain Number)

IDP

CDFI DSISDI SID PTID Rsvd SEL410F

IDI

DSP

기 위하여는 상위 10옥텟의 HO-DSP에 망 구성

시 추가적인 계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단계

의 서브 계위를 정의하여야 하고[17], 각각의 서

브-계위는 각 서브 도메인 관리자에 의하여 운용

될 수 있어야 한다. 공중망 관점에서 제2장 1절의

주소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내 B-

ISDN AESA DCC 주소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AESA DCC의 AFI 와 DCC는 ISO 8348과 ISO

3166에 각 국가별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10옥텟

의 HO-DSP 주소공간을 사용하여 망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HO-DSP 주소포맷

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림 2)의 주소계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기종 기술을 사용한 망 구별 및 사업자를 구

분할 수 있는 정보(CDFI)

AESA DCC 주소는 ATM 망뿐만 아니라 기존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망에

서 사용할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DCC

주소포맷에서 사업자별로 할당된 다른 번호를 사

용하여 망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DCC 주소포

맷에는 사용된 기술이 다른 망과의 연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 ATM 망 사업자 환경에

서도 타 사업자 번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한다. CDFI(Country and Domain Format

Identifier)는 AESA DCC 주소포맷 중 10옥텟의

HO-DSP에서 2옥텟의 이기종 망과 ATM 사업자

망을 구분하기 위한 필드이다. 이 정보는 국가 주

소 관리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ATM 망의

DCC 주소체계의 CDFI 에 대하여 망 사업자별로

다른 번호를 할당하여 DCC 주소 내에서 사업자

망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특정 사업자망의

발신 교환기에서 AESA DCC를 사용한 호의 서비

스를 위한 번호번역 과정 중 CDFI를 분석함으로

써 착신 가입자가 어느 사업자 공중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AESA DCC 주소체계의 CDFI 를 분석하여 착신

공중 사업자망이 구분되면 각 공중 사업자망에 할

당된 CDFI 는 서비스 사용자가 각 중계망의 서비

스 요금과 품질을 기준으로 경유하여야 할 중계망

을 선택하기 위하여 호설정 메시지(setup)의 중계

망 선택정보에 망 식별번호(network identifi-

cation)를 설정할 수 있는데 DCC의 CDFI 값이 3

∼4자리 번호로 표현되는 망 식별번호와 1 대 1

로 매핑된다. 망의 호처리 과정에서는 중계망 선

택정보가 설정된 호설정 요구에 대하여 망 식별번

호를 분석함으로써 발신 사업자망 또는 착신 사업

자망이 아닌 다른 공중망을 경유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중망 사업자와의 루팅

정보 공유와 복수 사업자망 환경에서 SVC 서비스

는 AESA DCC의 CDFI 와 망 식별번호 분석을 통

하여 제공된다.

• 루팅 서브 도메인(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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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SP의 CDFI 2옥텟을 제외한 8옥텟은 특

정 B-ISDN 공중망 사업자가 자신의 망 특성을 고

려하여 포맷을 결정한다. 사업자망 내의 루팅 테이

블 축소 및 망의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PS

TN 번호체계에서 지역번호(area code)에 해당하

는 정보가 루팅 서브 도메인(Sub-Domain Iden-

tifier: SDI) 필드이다. SDI에는 PSTN/N-ISDN 망

에서 사용하는 지역정보, 또는 행정단위 정보, 사

업자 사업권역별 정보를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망 계획에 의하여 정의된 각

SDI 별로 하나 이상의 교환기가 설치되지만 초기

B-ISDN 망은 각 SDI 별로 교환기가 설치되지 않

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의 공중망

교환기는 복수개의 SDI 를 사용한 루팅이 가능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드 정보(SID)

하나의 루팅 서브 도메인 하에서 각 교환국 또

는 교환기 노드별로 할당하는 정보로 2 옥텟을 사

용하며, 착신 가입자는 노드정보에 연결되어 생성

된다. 하나의 교환노드는 복수개의 노드정보를 사

용하여 루팅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의 교환기에

수용이 예상되는 최대 가입자와 같은 SDI 내에

할당된 모든 SID(Switch Identifier)를 수용할 수

있는 SID 테이블이 필요하다.

• 공중망 가입자 정보(PTID)

2옥텟을 사용하는 공중망 AESA DCC 가입자

번호는 하나의 노드 번호에 대하여 65,536 가입

자를 생성할 수 있고, E.164 번호체계에서 가입자

번호에 해당되는 정보이다. 공중망에서의 발신/착

신 호제어 및 호제어에 따른 과금 정보는 PTID

(Public Termination Identifier) 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 예비 정보(Rsvd)

HO-DSP에서 공중망 AESA DCC 가입자 번호

이후 2옥텟은 공중망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으나,

공중망에 연동된 사설망에서 이 예비정보(Rsvd:

Reserved)를 사용하여 사설망 계획(network plan)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필드를 사설망 계획에 반영

한 사설망이 공중망과 연동되면 AESA DCC를 사

용한 모든 단말, 공중망, 사설망은 전체적인 망 차

원에서 하나의 번호체계를 따르게 되며, 이는 다

른 주소체계 또는 주소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IWS에서의 주소변환 필요성과 추가적

인 데이터 구성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있고, 망 전

체적인 호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필드 중 CDFI, SDI, SID, PTID는 고정된

4자리 번호로 표현되는데, 이는 PNNI 루팅 프로

토콜 운용 시 계위 구성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

해서 이다. 결국 공중망 가입자는 AFI + DCC +

CDFI + SDI + SID+ PTID + 예비(0000)를 망 프

리픽스로 사용하여 ILMI를 통한 주소등록 시 사

용하며, 사설망 가입자는 AFI + DCC + CDFI + S

DI + SID+ PTID+ 예비(사설망 계획번호)를 망

프리픽스로 사용하여 ILMI를 통한 주소등록이 이

루어 진다.

위에서 제시한 AESA DCC 주소체계의 각 계위

정보 및 단위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이 가

능할 수 있으나, 위의 주소형태에 따른 국내 B-

ISDN 망의 AESA DCC 주소체계는 ASP(ATM

Service Provider) 개념이 적용된 주소체계로 IT

U-T E.164와 유사한 주소 관리기능이 필요하며,

위의 AESA DCC 주소포맷을 사용하여 공중망과

사설망이 연동될 경우 사설망에서 공중망 주소체

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복수 사업자망과의

연동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각 국가별로 할당되는 DCC(한국 – 410)

번호는 ITU-T E.164의 국가번호에 해당하고, 최

소한 CDFI 필드에서 정해지는 국내 주소포맷으로

인하여 공중망에 연동되는 사설망은 ITU-T E.

164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연동되는 경우와 유사

한 연동환경이 구성된다. 그리고 AESA D CC 주소

체계는 각 국가별로 할당된 번호를 사용한 국제호

에 대한 루팅이 가능하므로 ITU-T E. 164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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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연동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뒤에 기술되는 AESA ICD/ IOTA를 사용

한 국제적 및 망간의 연동 시 루팅 테이블 사이즈

가 커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2. B-ISDN 망의 AESA ICD/IOTA 주소

체계

ICD 번호체계는 ISO 8348에 의하여 독립된 기

관을 나타내는 번호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6], ATM Forum 신호규격에서 ATM 주소체

계로 수용되면서 사설망을 중심으로 AESA ICD

를 ATM 망의 주소체계로 사용하고 있고, 사설망

에서는 독립적인 망 구성 및 공중망 사업자 주소

체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

분이 AESA ICD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망을 구성

하고 있다. ISO 8348에 정의된 ICD 주소는 국제

기구에서 각 국가별로 번호를 할당하고, 국가번호

를 할당 받은 각 국가 내에서 주소체계의 나머지

부분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ITU-T E.164,

AESA DCC 주소체계와 달리 세계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 대하여 유일한 번호를 할당하

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ICD가 각 기관을 나타

낸다 하여도 ISO 8348의 ICD는 국가별 번호관리

기구를 통하여 ICD 번호를 할당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O 8348의 ICD가 고유기관을 나타내

기 위한 번호로 ATM 망의 주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ICD 주소포맷에서 보듯이 4비트 단

위로 코딩되는 ICD 코드는 4자리로 ATM 망의

주소체계로 ICD를 사용하는 기관이 4자리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ATM Forum의 제안과

ITU-T, BSI, ATM Forum간의 협의를 통하여

ISO 8348의 ICD 주소체계를 ATM 망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IOT

A(Identifiers for Organization for Telecommu-

nications Addressing)이다. IOTA 방법은 ICD 체

계를 ATM 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ISO로부터

‘0124’라는 ATM 망 주소체계용 IDI 번호를 할당

받고, IDI 코드 다음의 3바이트(nibble 단위로 6자

리)를 사용하여 ATM 망에서 ICD 주소포맷을 사

용하는 기관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6자리

ATM 망의 기관번호(organization code)는 BSI

IOTA에서 할당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TM 망의 AESA ICD 주소체계는 ISO 8348

에 의한 ICD와 BSI 에서 관리되는 IOTA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BSI에서는 IOTA 주소포맷 및 사

용방법을 공지하면서 ATM 망의 주소로 사용하

기 위한 ISO 8348에 의한 ICD Code는 이미 사용

중인 120개 이외는 더 이상 할당하지 않고, 대신

IOTA에 의한 기관번호만을 할당하여 ATM 망의

주소체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B-ISDN 공중망에서 AESA ICD/IOTA

주소체계를 수용한다면 현재 사용중인 ITU-T

E.164 주소와 AESA DCC 주소를 고려하여 수용

방안을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ATM 공중망 사업자가 ICD/IOTA 주소를

사용하여 공중망에 연동된 사용자 단말의 주소

체계로 사용하는 방법과

• 둘째, ATM 공중망 사업자는 공중망 사용자 단

말을 위한 가입자 번호로는 다른 주소체계(IT

U-T E.164, AESA DCC)를 사용하고, ICD의

IDI와 IOTA의 기관번호는 사설망 연동주소로

만 정의하여 ICD/IOTA를 사용한 사설망에 대

한 연동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중망에서는 ICD의 IDI 와 IOTA의 기관번호

를 분석하여 공중망 UNI에 연동된 사설망으로

루팅만을 수행한다.

• 셋째,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공하는 방법

이다.

AESA ICD/IOTA를 공중망 UNI의 사용자 단

말에 할당하는 가입자 번호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20옥텟의 AESA 주소형태에서 ISO 8348의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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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47

AFI
HO-DSP DSI SEL

DSPIDP

IDI

(그림 3) ISO 8348의 AESA ICD 주소포맷

A ICD 주소체계에서는 HO-DSP 10옥텟, AESA

IOTA 주소체계에서는 기관번호 이후 7옥텟의

HO-DSP에 대하여 주소포맷을 확정하고, 망에서

계위에 따른 주소요약이 가능하도록 주소포맷을

구성하여야 한다. 공중망이 AESA ICD/IOTA를

사설망 연동서비스 주소로만 수용한다면 ISO

8348 AESA ICD의 IDI 와 AESA IOTA의 기관번

호까지만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독립된 기관번호를 사용하여 AESA ICD/IOTA

주소체계에 따라 구성된 사설망은 ITU-T E.164

및 AESA DCC 주소체계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

는 복수 사업자 공중망과의 연동 문제점은 발생하

지 않는다. 즉, BSI에서 IOTA 기관번호를 할당 받

아 주소체계로 사용하는 사설망과의 연동을 위하

여 공중망은 호설정 메시지의 착신번호에 포함된

특정기관을 나타내는 IOTA 기관번호를 분석하여

사설망이 연동된 공중망 UNI로 호설정 서비스만

을 제공한다. 따라서 IOTA를 사용한 사설망이 복

수개의 공중망 또는 하나의 사업자망에서 복수개

의 링크를 통하여 연동된다 하여도 각각의 공중망

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설망을 나타내는 IOTA

기관번호를 사용한 루팅 가능만이 필요하다. 이러

한 특징으로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사설망은

AESA ICD/IOTA를 사설망 주소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3)은 ISO 8348에 정의된 AESA ICD 주

소포맷을 나타낸다. AESA ICD에 대하여 AFI 는

47로 규정되어 있고, 2옥텟을 사용하는 ICD는

BSI(British Standard Institute)에 의하여 등록 및

관리되는 번호이다. ATM Forum 신호 권고안에

서는 AESA ICD 주소체계를 ATM 망에 사용하기

위하여 IETF(International Engineering Task

Force) RFC-1629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주소포

맷을 결정하고[5], 이를 할당하는 주체는 이 번호

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로부터 AESA ICD 포맷의

IDI 값을 할당 받은 기관으로 망 사업자나 특정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림 4)는 AESA ICD를 ATM 망의 주소체계

로 사용하기 위하여 BSI에서 관리되는 AESA

IOTA 주소포맷을 나타낸다.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ESA ICD중 ATM 망의 주소로 사용

하기 위한 IDI 값으로 ‘0124’를 정의하고, 각 공

중망 사업자 또는 사설망을 운용하는 기관을 나타

내기 위하여 기관번호를 사용한다.

AESA IOTA 주소체계가 확립되기 전인 ’98년

중반까지 ISO 8348에 따른 AESA ICD의 IDI 값

을 할당 받은 기관은 약 120개 기관이다. ATM

Forum 권고안 및 BSI I OTA에서 ISO 8348에 따

른 AESA ICD의 IDI 나 IOTA에 따른 기관번호가

모두 ATM 망의 AESA ICD 주소체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중망에서 AESA IC

D/IOTA를 사용하는 사설망과 연동서비스를 제

공한다면, 교환망에서는 ‘0124’로 시작하는 IOTA

에 따른 기관번호와 ISO 8348 규정에 의한 AESA

ICD의 IDI 에 따른 기관번호를 망의 루팅 프로토

콜(PNNI)을 통하여 공중망 내의 모든 교환 장치

로 전파시켜야 하며, ICD/IOTA 기관번호를 사용

한 호설정 메시지의 착신번호로 사용하는 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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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ESA IOTA 주소포맷

(그림 5) HAN/B-ISDN 망의 AESA IOTA 주소포맷

0 0 1 2 3 4

Organization
Code

HO-DSP
DSI SEL

SDI SID PTID Rsvd0 1 2 447

AFI ICD

IDP

IDI

DSP

한 SVC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국 공중망

에서 사설망의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사설망 연

동서비스와 공중망의 추가적인 주소공간을 확보

할 목적으로 AESA ICD/IOTA 주소체계를 수용

한다면 ISO 8348의 ICD 및 IOTA에 따른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5)는 AESA IOTA 주소포맷을 국내 B-

ISDN 공중망 사용자 단말을 구분하기 위한 주소

체계로 사용할 경우에 공중망의 IOTA 주소포맷

이다. 예로든 ‘001234’는 공중망 사업자가 IOTA

로부터 할당 받은 공중망 사업자 기관번호이며,

기관번호 다음의 7옥텟은 공중망 사업자망의 계

위 구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HO-DSP이다.

HO-DSP에 적용된 계위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SDI

기관번호 다음의 7옥텟은 특정 B-ISDN 공중망

사업자가 사업자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맷을 결

정하는 주소공간으로 각 사업자망에 따라 현재의

행정구역 정보 또는 지역 정보를, 망의 노드 수, 예

상되는 가입자 수 등의 정보가 반영된다.

SDI는 사업자망에서 행정구역 정보 또는 지역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계위로 3자리 번호를 사용

하며, 망 설계 시 구분된 SDI 별로 교환노드를 설

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 B-ISDN 망이 복수

개의 SDI에 하나의 노드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망 주소계획(addressing/ numbering

plan)과 망 구성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

나의 교환노드가 복수개의 SDI 를 수용할 필요성

이 있다.

• SID

하나의 루팅 서브 도메인 하에서 각 교환국 또

는 교환기 노드별로 할당하는 정보로 니블 단위로

3자리 번호를 사용하며, 착신 가입자는 노드정보

에 연결되어 생성된다. 하나의 교환노드는 복수개

의 노드정보를 사용하여 루팅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의 교환기에 수용이 예상되는 최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PTID

공중망 UNI 에 할당되는 AESA IOTA 주소체

계에 따른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E.164

및 AESA DCC에서의 가입자 번호와 같이 공중망

에서의 발신/착신 호제어 및 호제어에 따른 과금

정보 등은 PTID 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PT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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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NI                 :  B- IC I Ogr Id. : 002468

Network Id.: 1111 Network Id.: 2222

교환기

C
교환기

B-ICI

PNNI

(그림 6) AESA ICD/IOTA에 따른 기관번호 루팅

교환기

G

교환기

B

교환기
A

사설
노드

2옥텟은 최대 65,536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 Rsvd

공중망이 사설망과 공중망 사업자 주소체계에

따른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망 UNI

에 공중망 가입자 번호인 PTID 번호를 할당하고,

해당 UNI에 연동된 사설망은 AESA IOTA 주소

포맷에서 PTID 이후 예비 필드인 ‘Rsvd’를 사용

하여 사설망의 번호계획 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주소공간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사설망은 공중망 사업자

주소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전술한 ITU–T E.164

와 AESA DCC 주소체계와 같이 복수 사업자 공

중망과의 연동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중

망에 연동된 모든 일반 사용자 및 사설망과의 주

소연동은 원활히 제공된다. 공중망 UNI에 사설망

이 아닌 일반 공중망 사용자 단말이 연동될 경우

Rsvd는 ‘0000’으로 할당하여 사용한다.

3 .  공중망간,  국가간 ICD/ IOTA  주소 루팅

공중망에서 사설망의 AESA ICD/IOTA 주소체

계에 따른 기관번호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 공중망 교환기의 루팅 테이블 사이즈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사설망이 ICD/IOTA의 기관번호를 사용하여

망을 구성하고, 공중망은 이러한 사설망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중망에서는 PNNI를 통하

여 자신의 사업자망 내 또는 다른 공중 사업자망

으로 사설망의 ICD/IOTA 기관번호를 루팅시켜

야 한다. PNNI를 통하여 연동된 모든 망 또는 교

환기로 루팅시켜야 하는 정보는 (그림 3)의 ICD

(4자리)와 (그림 4)의 기관번호(6자리, organi-

zation code)로 기관번호 자체에 수직적인 계위정

보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공중망 교

환기의 루팅 테이블 사이즈는 매우 커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중망 사업자망간 또는 국제 B-

ISDN 망간에서 어떤 루팅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는 사업자간 또는 국제간의 협의사항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공중 사업자망간에 다이나믹 루팅

기능을 제공하는 PNNI를 사용하고, 각 공중망이

AESA ICD/IOTA의 기관번호를 사용한 사설망과

의 연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두 공중망에 연동

되는 사설망 개수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는 공중

망 교환기의 루팅 테이블 크기를 결정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중망에

수용된 주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루팅 여부를

운용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망에 수용된 공중망 사업

자 번호체계 개념(ATM service provider ad-

dress)이 적용된 AESA DCC, ITU-T E.164 주소

는 PNNI를 통하여 사업자망간에 다이나믹 루팅

이 가능하여야 하나, 사용자 주소체계(customer

own address) 개념의 주소(사설망 AESA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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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A)는 운용자가 선택적으로 루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6)의 A 사업자망

에서는 사설망 트패픽 수용 및 원활한 서비스 연

동를 위하여 사설망 번호(AESA ICD/IOTA 기관

번호)를 사용한 직접적인 루팅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하여도 게이트웨이 교환기 G에서 B 사업자망

으로의 루팅은 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설망 번

호를 제한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사업자망에

서 ICD/IOTA 기관번호로 인하여 루팅 테이블 사

이즈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전체 망으로의 확산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PNNI 를 통한 사설망 AESA ICD/ IOTA

기 관 번 호 루팅

(그림 6)은 AESA ICD/IOTA에 따라 사설망을

나타내는 기관번호(예; 002468)를 다른 사업자망

으로 루팅하는 환경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업자간

의 협의를 통하여 사설망 ICD/IOTA 기관번호를

PNNI를 통하여 직접 루팅시키는 환경이 구축되

고, 사설망이 IOTA로부터 예로 든 ‘002468’을
기관번호로 할당 받았다면, 공중망 사업자 B는

PNNI 루팅 프로토콜을 통하여 사설망 기관번호

를 자신의 사업자망 내의 모든 교환기로 전파하여

야 한다. 이 루팅 정보 전파 시 자신의 망 식별번

호(Network Id.: 2222)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이는 루팅 정보가 B 사업자망의 교환기 C와 A

사업자망의 게이트웨이 교환기 G를 통하여 사업

자망간에 교환되고, 교환기 G는 수신한 정보(사

설망 Organization Id와 B 사업자망 번호)가 A 사

업자망의 모든 교환기에 추가될 수 있도록 루팅

정보를 송신할 수 있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AES

A ICD/IOTA 기관번호와 연동된 공중망 식별번호

를 같이 루팅시켜야 하는 이유는 호설정 메시지에

정의되는 중계망 선택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

로 위의 과정을 통하여 사설망 기관번호와 B 사

업자망 식별번호가 함께 A 사업자망의 교환기 루

팅 테이블에 추가되면 A 사업자망의 가입자가 중

계망 선택정보를 설정한 서비스를 요청하여도 루

팅 정보에 포함된 착신 사업자망 식별번호를 사용

하여 착신 공중망을 구별할 수 있고, 서비스 사용

자가 지정한 중계 공중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교환기 G, C 사이에 고정경로 설정

(static routing)을 사용하는 B-ICI 프로토콜만이

운용되고, A 사업자망 내에서는 PNNI 프로토콜

이 운용된다면 게이트웨이 교환기 G에서는 A 사

업자망 내의 모든 교환기에 PNNI를 통하여 사설

망 기관번호(002468)를 루팅시키는 기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B-ICI 신호규격에는 AESA

ICD/IOTA, DCC 주소체계에 대하여도 고정경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환기 G에

서 운용자가 입력하는 사설망 기관번호(002468)

와 B 사업자망의 망 식별번호가 함께 A 사업자망

내 모든 교환기로 전파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설망 기관번호(002468)와 중계망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A 사업자망 내에서 발생한 호는

사용자가 정의한 중계 공중망을 경유하여 B 사업

자망으로 루팅될 수 있다.

5.  B-ISDN  망의 AESA ICD/ IOTA  주소체계

수용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B-ISDN 망에 AESA ICD/

IOTA 주소체계를 수용할 경우 초기 B-ISDN 망

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

는 AESA ICD/IOTA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사설

망과 공중망은 원활한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ATM Forum 신호 및 루팅 그룹에서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망간의 루팅 및 ITU-

T E.164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공중망을 경유한

사설망간의 루팅 시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사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는 주소변환 또는 Bi-Level 주

소 사용 등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연동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에 사용

되는 NIC(Network Interface Card)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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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Forum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 ATM Forum

신호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AESA

ICD/IOTA 주소체계를 공중망에서 제공함으로써

공중망과 사설망을 포함한 사용자 단말의 호환성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업자간 또는 국

제 망간의 협의 사항이지만 국내 B-ISDN 망의

서비스 수용을 위하여 국내 공중망에 연동된 모든

사설망 ICD/IOTA 기관번호는 전체 B-ISDN 망

을 통하여 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사설망이 AES

A ICD/IOTA 기관번호를 할당 받아 사설망의 주

소체계로 사용할 경우에 공중망의 루팅 테이블 사

이즈가 매우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교환망의 루팅 테이블 사이즈에 대처하기 위

한 다른 방법으로 사설망 ICD/IOTA 번호에 대하

여 IP 망의 ‘Default Routing’ 방법도 하나의 대안

으로 판단된다. 즉, 공중망 사업자는 자신의 루팅

테이블에서 분석이 가능한 사설망 ICD/IOTA 기

관번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루팅

테이블에 없는 기관번호에 대하여는 게이트웨이

교환기를 통하여 타 공중망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호제어 과정

의 루팅 루프와 공중망 교환기의 운용 및 과금 등

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6.  B-ISDN  망의 AESA ICD/ IOTA  주소체계

수용에 따른 교환 기능 변경의 필요성

공중망이 사설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AESA

ICD/IOTA를 수용하면서 기존 공중망에서 가입

자 번호 처리 및 루팅에 대한 개념이 일부 변경되

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중망에서 AESA

ICD/IOTA 주소체계를 수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사설망 기관번호에 대한 주소연동기능만

제공하거나 사설망 주소연동기능과 공중망에서

AESA ICD/IOTA에 따른 가입자 번호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중망 가입자 번호

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림 5)의 PTID가 ITU–T

E.164 번호체계에서 UNI 의 가입자 식별번호인

TDN, (그림 2)의 AESA DCC 주소체계의 PTID

와 같이 공중망 가입자 번호로 공중망 UNI에서

종단되는데 반하여 사설망 연동용으로 사용된

AESA ICD/IOTA는 사설망이 BSI 로부터 할당 받

은 기관번호(ISO 8348 ICD의 IDI, IOTA의 기관번

호)가 공중망 UNI에서 종단되어야 한다. 이는 기

존의 교환기에서 착신 처리를 위하여 국번호 처리

과정과 착신번호 처리 과정으로 구분되는 기능이

사설망 AESA ICD/IOTA에 대하여는 국번호 번

역 처리만을 통하여 사설망이 연동된 UNI로 착신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IV. 검토 및 결론

본 고에서는 ATM Forum 신호규격에 정의되

어 사설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AESA DCC,

AESA ICD, IOTA 주소체계를 공중망에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 수용방법, 수용의 효과와 공중망에

AESA DCC, ICD/IOTA 수용에 따른 공중망의 A

ESA DCC 주소포맷, AESA ICD/IOTA 주소포맷

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중망에서 제공하여야 할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ESA DCC, ICD/IOTA는 공중망에서 E.164

번호자원의 문제점, 초기 ATM 망에서 중요한 역

할이 예상되는 사설망과의 연동, 사설망 신호 규

격을 사용하는 NIC 수용,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

하는 망간의 연동 시 필요한 주소연동기능, 공중

망에서의 루팅 데이터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공중망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ESA DCC를 공중망에 수용하고, 사설망과의

연동을 고려하면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공중

망간, 공중망과 사설망간의 연동을 위하여 호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간지연과 변환 데이터 구성 및

유지보수가 예상되는 주소변환 또는 공중망을 경

유한 특정 사설망간에 사용하기 위한 Bi-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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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망 사업자 주소체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AESA ICD, IOTA 주소체계는 국제기구에서 공

중망 또는 사설망을 운용하는 기관에 직접 할당하

는 체계로 사용자 중심의 주소체계이며, 이러한 주

소체계가 공중망에 수용되면 사설망의 원활한 망

구성을 지원할 수 있고 공중망 주소체계를 사용하

여 사설망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복수 사업자 공

중망과의 연동 문제점(Multi-homing)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AESA DCC, ICD/IOTA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 또는 공중망 사업자

차원에서 각각의 주소형태에 따른 주소포맷을 결

정하여 망 차원에서 주소계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AESA DCC 주소체계는 B-ISDN 망뿐

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다른 종류의 망, 또는

다양한 사업자망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체계이므로 ITU-T E.164 관리기구와 유사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망간의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소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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