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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초고속 통신망에서의 번호계획의 최종 목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매체와 상관없이 통신을 지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들이 넓은 범위의 서

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9]. 이

를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성요소는 적절한 이

름/주소기법이나 이종 통신망을 이음새없이 통합

하는 이름/주소기법간의 상호 연동을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인

터넷의 IP 주소를 초고속 통신망에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위한 번호 접속과 상호 연동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주소와 이름기법을

조사하고 더 심도 있는 개발에 요구되는 주요 번

호 연동 기법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주소/이름기법의 특성을

확인하고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 도메인간 상

호접속을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소

기법의 요구사항은 모든 잠재적인 정보 응용 단말

들에게 주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용량

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른 기법들과의

적절한 상호 연동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

요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주소기법으로

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새

로운 보편적 기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사용자 관점

에서 이름은 주소보다 더 기억하기 쉽다. 따라서

요구되는 디렉토리 시스템과 함께 이름기법의 개

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기법에서 어떤 경우에

는 많은 이름이 하나의 주소에 맵핑되고 다른 경

우에는 한 이름이 여러 주소에 맵핑될 수 있다.   

초고속통신망에서 IP 와 ATM 번호 상호접속 및

연동방안
A Study on the Numbering Plan between IP and ATM on KII

황 건(G. Hwang) 실장기술팀 선임연구원, 팀장

최준균(J.K. Choi)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공학부, 교수

오행석(H.S. Oh) 표준기획연구팀 선임연구원, 팀장

초고속통신망에서 서비스 사업자 시스템에 적용될 번호체계,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기본적 요건과 기술

적 표준 규정 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초고속 서비스 사업자 망과 초고속 통신망에 접속 및

운용되는 시스템에서 초고속망의 번호계획을 위하여 연동을 고려할 대상 망은 기존의 전화망, 데이터망,

ATM 망 및 ISDN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망과 ATM 망과의 연동 시 발생할 번호체계의 상호접속

및 연동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현재 제정된 ITU-T 표준 규격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망과 초고속 번호체

계간의 상호 연동방안을 기술하였다. 또한 ATM 포럼 등의 사설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체계도 추

가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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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to
127.255.255.255

Class

A 0 Network Host

10 HostNetworkB

110 HostNetworkC

1110 Multicast addressD

11110 Reserved for future useE

Range of host
addresses

128.0.0.0 to
191.255.255.255

192.0.0.0 to
223.255.255.255

224.0.0.0 to
239.255.255.255

240.0.0.0 to
247.255.255.255

32 Bits

(그림 1) IP Version 4 주소체계

Ⅱ. IP 및 ATM 번호 표준화 현황

먼저 IP 번호 표준화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IPv4의 주소체계는 (그림 1 )과 같이 4옥텟으로

구성되어 클래스 A, B, C, D 및 E 등의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로 구분되는데, 주소 클래스에 따라 호스트 주소

가 24비트, 16비트 및 8비트로 구분된다[10-16].

이러한 IP 버전 4 주소체계는 전세계적으로 수

년 내에 모자라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문

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A 주소의 경우는 전체 주소 영역의 1% 정

도만 사용하고 있으며, 클래스 B 주소는 일반 기업

이나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비교적 크고, 클래스 C

주소는 너무 작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Class-

less Interdomain Routing(CIDR)을 채택하는 곳

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IP 주소의 근본

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서 RFC

1884에서 주소 영역을 128 비트로 확장시킨 IPv

6가 발표되었으며, RFC 1887에 단방향 서비스를

위한 주소 할당 구조가 제시되었다[17-19]. 그러

나 IPv6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더넷 카드

를 교체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IPv4를 기반으로

한 라우터의 캐쉬 테이블을 모두 IPv6 기반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

Priority Flow label

Next header

Version

Payload length Hop limit

Source address
(16bytes)

Destination address
(16bytes)

32 Bits

(그림 2) IP Version 6 헤더 포맷

다. 더구나 IPv6 주소 내에 통신 사업자망을 위한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 망을

통한 라우팅을 위해서는 각 통신망 사업자의 협력

을 받아야 사업자 망간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현

통신망 사업자가 기존 E.164 기반의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IPv6 형태의 번호체계를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림 2)는 IPv6 헤더 포맷

을 나타낸다.

한편 ATM 주소의 표준화 현황을 보면 지금까

지 전화망에 적용되는 E.163 주소를 확장하여 IS

DN에 적용을 위해 E.164 주소 표준이 1993년에

완성되었다[20]. 기존 E. 164 주소[21] 외에 기

존 전화주소인 ICD(International Code Desig-

nator) 포맷과 기존 X.121 패킷 교환망을 수용하

기 위해 DCC(Data Country Code) 포맷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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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가지 번호체계를 통합 수용하는 AESA

(ATM End System Addresses) 주소를 채택하고,

이와 동시에 ITU-T Study Group 2에서는 E.191

주소와 ITU-T Study Group 13에서는 I.313 규

격에서 이들 3가지 번호체계를 통합한 형태를 표

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1, 4]. 이러한 추세에 따

라 기존 E.164도 기존 ISDN에서 수용하는 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AESA 번호체계를 동시에 수용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E.164 번호체

계는 기존 E.164와 ICD 및 DCC 번호체계간에

상호접속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IP

v6도 동시에 수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E.164

내에 서로 다른 번호체계간의 상호접속은 현 상태

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U-

T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큰 진전

이 없으며, 오히려 인터넷 수용을 위한 번호계획

을 수립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21-24].

Ⅲ. IP 및 ATM 번호기술 및 표준화

진행방향

1 .  개요

인터넷과 ATM 망은 상이하면서 서로 독립적

인 주소형식을 사용한다. 인터넷에서 현재 IP

(IPv4)는 4옥텟의 “인터넷 주소”에 의해 접속을

확인한다. 차세대 IP(IPv6)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4-바이트 주소용량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주소

공간이 16옥텟까지 확장될 것이다. ATM 망에서

는 부가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UNI 3.0에서 주소

형식의 다중성에 문제가 될 것이다. 사설 ATM

망이 NSAP에 근거한 주소를 사용하는데 반해,

공중 ATM 망은 대부분 국제 E.164 주소에 근거

한다.

현재 이름기법들이 사용하는 상위계층 인증기

법은 인터넷에 관련된 상징적 이름인데, 현재 널

리 확산되어 있고 사용에 거의 제약이 없다. 실제

로 산업계에서 이 이름기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

으며, 사실적 표준으로 통합되고 있다. 인터넷에

서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름

(john.smith@itu.ch 같은)은 IP를 사용하여 인터

넷으로 루팅하기 위한 특정 서버(DNS 서버)를 통

해 4-바이트 IPv4 로 해석된다. WWW는 URL에

근거한 인증 시스템을 위해 이 기법을 확장해서

사용한다. 상징적 이름과 IP 주소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일대일의 관계는 아니며, 하나 이상의 이

름이 단일 IP 주소에 대응할 수 있다. 더불어 QoS

정보에 민감한 정보 흐름은 IPv6에 규정되어 있

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요구사항이 결정되지 않았

다. 또한 IPv4에도 이러한 QoS에 따른 주소를 차

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주소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IPv6 주소의 이용을 예측할 뿐 아니라 IPv4 기반

의 이름과 주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E.164, X.121, AESA, NSAP 같은 다른 주소기법

과의 상호 연동과 지원을 보장하는 상징적 이름

기반 인증 시스템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 프레임

릴레이망이 E.164와 X.121 이름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며, ITU-T에서는 FR/ATM 번호계획 상

호 연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25-28].

2 .  이름과 주소구조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통신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주소기법을 간단히 정리하

고 적용 가능한 망을 알아본다. 지금까지 나타난

주소 및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가. E.164 번호체계

E.164 주소구조는 (그림 3)과 같이 2가지 형태

의 주소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구조 A는 E.164

번호 뒤에 부주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주소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중망 도메인을 넘어서 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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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소방식과 이름에 따른 적용망

주소기법 이름기법 통신망의 종류

E.164 E.164 PSTN/ISDN/GSM

X.121 X.121 PSDN

AESA AESA ATM

IPv4/IPv6 Domain Names/URLs IP 망

X.400 X.400 IP 망/X.25

F.69 F.69 Telex

ISO 8802.3 MAC None Ethernet Cards

  

(그림 3) B-ISDN 주소구조

E.164 number Subaddress

B-ISDN Addressing Structure B

B-ISDN Addressing Structure A

  AFI       E. 164 number        DSP

IDI

IDP

ATM end system address

AFI: Authority and Format Identifier

IDI: Initial Domain Identifier

IDP: Initial Domain Part

T0206040-96

요소나 응용 프로세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다.

이 경우 서브주소는 공중망에서는 수정없이 투명

하게 전달되고 공중망에서 라우팅이나 목적지 인

식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구조 B

는 AESA 주소체계로 사설 ATM 망에서 사용중

인 구조이다. 여기서 IDP(Initial Domain Part)는

망사업자의 관리 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되

며 이는 AFI와 IDI 로 구성된다. AFI는 번호체계의

주체를 인식하는 필드이고, IDI는 8옥텟으로 구성

되며 각 기관번호를 할당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중망 차원에서 라

우팅 및 확장성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해야 할 것

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 구분 후

망을 구별하기보다는 망으로 구분한 후 사업자를

구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164 주소계

획은 기존 전화계획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으며, 대상장치에 따른 치국 계획에도 기존 체계

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국제적인 연결성 보장

을 위해서는 현재 E.164 주소를 거의 소모한 북

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EA 계열의 주소

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공중망의 신

호체계 및 라우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추

후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164 번호계획은 국

제 공중 통신번호를 위하여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번호(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 for geographic areas), 국제적 서비스를

위한 번호(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

cation number for global services)와 통신망을

위한 번호(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

cation number for Networks) 등의 세 가지 다른

구조로 구별된다.

E.164 번호 자원 각각의 형식과 구조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

제 공중 통신 번호는 특정 코드 영역에 정렬된 10

진의 다양한 숫자로 구성된다. 국제 공중 통신 번

호 코드 영역은 국가 코드(CC), 국가(significant)

번호(N(S)N)이다.

E.164 번호구조는 이름과 주소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종단점(예; 1 732 949 4387)

을 지시할 때 번호는 주소와 동일하다. (그림 5)는

국제 서비스를 위한 국제 공중 통신 번호구조를

보여준다. 이 형식의 용도는 특정 서비스이고 해당

권고안에서 상세화했던 번호요구에 의존적이다.

망을 위한 국제 공중 통신 번호는 세 개의 코드

영역에 정렬된 십진수로 구성된다(그림 6).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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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제 공중 텔레콤

망의 번호구조

CC: Country Code for Geographic Areas
NDC: National Destination Code (optional)
SN: Subscriber Number
N: Number of Digits in the Country Code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 for geographic areas

SNNDCCC

1 to 3 Digits

National (significant) number

Max (15 –  n ) Digits

Max 15 Digits

(그림 5) 국제 서비스를 위한 국제 공중 텔레콤 망의
번호구조

CC:  Country Code for a Global Services
GSN: Global Subscriber Number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 for global services

GSNCC

3 Digits

Max 15 Digits

Max 12 Digits

영역은 세 자리 숫자의 국가 코드(CC) 영역, 1자

리에서 4자리까지 변화 가능한 IC 영역, 15에서 C

C와 IC 영역의 자리 수를 뺀 나머지 길이가 가능

한 가입자 번호(SN) 등으로 구성된다.

망을 위한 E.164 번호 구조는 이름과 주소 둘

의 조합이다. 번호의 첫 두 요소인 ICCC + 는 호

가 route 되는 것을 망에 알려주기 때문에 주소인

반면, 번호의 나머지 부분인 SN은 확인(identi-

fication)의 방법으로 망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이다.

나. AESA 번호체계

AESA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Network Service

Access Point(NSAP) 주소로부터 유래되었다. AE

SA 포맷은 (그림 7)에 있으며 그 길이가 모두 20옥

텟이다.

(그림 6) 망을 기반으로 한 국제 공중 텔레콤 망의

번호구조

CC: Country Code for Networks
IC: Identification Code
SN: Subscriber Number
X: Number of Digits in Identification Code(IC)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 for networks

CC SNIC

3 Digits 1 to 4 D Max (12  – x ) Digits

Max 12 Digits

Max 15 Digits

Initial Domain Identifier

Authority Format Indicator

Higher Order Domain Specific Part

AFI

End System Indicator

Selector

AESA Format

(그림 7) AESA 포맷

IDI HO-DSP ESI SEL

<표 2> AESA 타입

Private Networks

•  AFI = 37 for X.121 encapsulated NSAP
•  AFI = 41 for F.69 encapsulated NSAP
•  AFI = 45 for E.164 encapsulated NSAP
•  AFI = 35 for IPV6 encapsulated NSAP
•  AFI = 49 for local number plan (not globally

unique)
•  AFI = 39 for DCC
•  AFI = 47 for ICD

Public Networks

•  AFI = 45 for E.164 encapsulated NSAP (E.164 is

a specific B-ISDN number)
•  AFI = 39 for DCC
•  AFI = 47 for ICD

⋅⋅⋅
⋅⋅⋅

AESA 타입은 <표 2>와 같이 많은 종류가 있다.

AESA 주소체계는 ISO 8348 & ITU-T X.213

에서 정의한 OSI 망 서비스 접속점(NSAP)에 기

반한 주소 할당 방식으로 (그림 8)과 같이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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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 HO-DSP ESIAFI SEL

(a) DCC AESA Format

ICD HO-DSP ESIAFI SEL

(b) ICD AESA Format

E.164 HO-DSI ESIAFI SEL

(c) E.164 AESA Format

HO-DSP ESIAFI SEL

 IDP

(d) Local AESA Format

(그림 8) NSAP 기반 AESA 주소형식

DSP

IDI

DSPIDP

IDI

DSPIDP

IDI

DSPIDP

DCC 및 Embedded E.164 외에 지역(local) 전용

주소로 구분된다. 이 중 지역주소는 사설망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본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NSAP의 형식 및 의미는 (그림 8)

과 같다.

• AFI

Authority Format Indicator (API)는 뒤따르는 A

ESA의 종류를 지시한다(주: 이론적으로는 200

종류의 AESA가 존재한다). 이 영역의 길이는

항상 1옥텟이다.

• IDI

Initial Domain Identifier (IDI)는 HO-DSP의 값

과 형식 배당에 책임지는 권한을 지시한다.

• IDP

Initial Domain Part(IDP)는 Domain Specific

Part(DSP)의 값을 할당하는 책임을 갖는 관리

권한을 지정하는 것으로 Authority and For-

mat Identifier(AFI)와 IDI 로 구성된다. AFI는

IDI 형식(Data Country Code, International

Code Designator, or E.164 번호)의 할당 권한

을 지정하며, IDI는 각 형식에 따라 부여된 식별

자를 나타낸다.

• DCC

Data Country Code(DCC)는 국제 번호 할당

기구에서 국가별로 예약된 주소를 할당한 것이

다. 코드는 ISO 3166에서 부여하며 2옥텟 길이

를 갖는다. 코딩 방식은 Binary Code Deci-

mal(BC D) syntax를 이용하며 마지막 4 비트는

padding 영역으로 0xF를 갖는다. 예를 들면

DCC가 007인 경우 0x007F로 encoding 된다.

• ICD

International Code Designator(ICD)는 관리권

한을 특정 기구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조

직은 조직 안의 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한다. ICD

에 대한 부여는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

서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GOSIP를

들 수 있으며 코딩 방식은 DCC와 동일하다.

• DSP

Domain Specific Part(DSP)는 High Order Do-

main Specific Part(HO-DSP)와 E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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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ESI) and Selector(SEL)로 이루어진

low order part로 구성된다.

•  HO-DSP

IDP에서 지정된 권리를 이용해 각 도메인 내에

서 주소를 할당 또는 해석하는 데 이용한다. 그

리고 HO-DSP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부-도메

인을 생성할 수 있다. 즉 하위 권리를 HO-DSP

를 이용해서 지정하여 루팅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다. HO-DSP는 주소 체계뿐만 아니라 루

팅 방법에 의해 구성되는 구성상 중요도를 의

미한다.

• ESI

End System Indicator(ESI )는 IDP + HO-DSP

영역 내의 end system을 지정한다. ATM end

system을 확인하고 IEEE MAC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영역의 길이는 6옥텟이다. 이

ESI 필드는 IEEE 802.3의 MAC 주소처럼 국제

할당기구에서 각 ATM NIC 업체에게 범위를

할당하고, 각 업체는 자사의 ATM NIC에 ROM

화하는 방식이다. 각 사설망 스위치에서는 스

위치에 할당된 HO-DSP prefix 주소를 단말은

ESI 필드에 첨가하여 완전한 NSAP 주소를 구

성하게 된다(ILMI 프로토콜 사용). 이 부분은

사설망/공중망의 라우팅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

분이다.

• SEL

Selector(SEL)는 ATM 루팅에 이용되지는 않

고, 내부적인 목적으로 end system에 사용되

는 필드이다. 길이는 1옥텟이다.

사설망 주소의 각 주소 형식은 나름대로의 장

점을 갖는 관계로 어느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

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ICD의 경우 국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떨어진 사업자 망처럼 자신들의 라우

팅을 위한 독자적인 주소체계를 원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DCC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독자

적인 라우팅을 형성하고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이

용할 수 있고, NSAP E.164의 경우에는 HO-DSP

를 통한 하위 망 구성 규모가 4옥텟만을 이용해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공중망과의 연동

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어느 방식이든 궁

극적으로 global ATM interconnectivity를 위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D, DC

C 형식의 주소체계는 각 국가별로 계획되는 지역

별 계층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소체계를 정의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소형식에 더불어 할당방식으로는 ASP(ATM

Service Provider) 형식과 Customer-owned 방

식이 있다. ASP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할당

기구로부터 ICD, DCC, NSAP E.164 주소에 대한

주소 prefix를 할당 받은 ASP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접속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용자 망 관리자

는 필요한 만큼의 주소를 ASP에 요청함으로써

ASP 주소 범위 내의 특정 주소를 할당 받게 된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사용자 망 측면에서 주소

prefix를 할당 받는 절차가 간소하며, ASP 내에서

주소 집합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므로 망의 라우팅

구조가 간단해진다. 즉, 주소 집합이 계층적으로

잘 구성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

져 ASP 망 내 라우팅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나

타낸다. 이때 다른 ASP간에 라우팅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면 global ATM 망으로 확장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ASP의 주소 prefix 관리는 국제

할당기구에서 관장하지만 ASP 내 주소체계에 대

한 관리는 각 ASP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사용자 망

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접속된 ASP의

서비스 또는 성능이 만족치 않아 다른 ASP로 전

환하려고 할 때, 전환된 ASP의 주소 prefix를 재

할당 받아 사용자 망 내의 모든 단말 주소를 다시

바꿔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 ASP에 연결하여 사

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처럼 multi-hom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할당방식으로 사용자 망을 형성하려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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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I

HO-DSP ESI
S
E
L

E.16445

E.164
AESA:

IDI

A

F

I

E.16445

Embedded

E.164

AESA:

IDI

0 0 00 00 0 00 0 0

All Zeros

1 2 3 4 5 6 7 8

00 1 4 F2 36 3 82 0 20 0 1

Right Adj.

Last Nibble

= ‘1111’ (F)

(그림 9) E.164 AESA 형식

관리자가 직접 국제할당기구에서 원하는 형태의

주소형식에 대한 개별 주소를 할당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소체계는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되

는 주소를 할당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사설 영역

내의 주소체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ASP의 주소 prefix와 무관하므로 ASP를 변경하

더라도 사설망 측면에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게 된

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떨어진 같은 사용자 망과

도 다른 ASP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

다. 단점은 ASP에서 이와 같은 주소체계를 지원

하느냐는 것이다. ASP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주소

체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사설망 주소를 수용

해야 할 경우 주소 체계가 복잡해지고, global in-

terconnectiv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

을 관리하는 국제할당기구에서는 이들 사설망 주

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사설망에서 주소를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주소계획과 함께 라우팅의 효율성 문제이다.

예를 들면 NSAP E.164의 경우 라우팅 prefix로

사용할 수 있는 옥텟은 HO-DSP 영역인 4옥텟이

다. NSAP의 IDP 부분은 이미 고정적으로 공중망

에서 지정한 E.164와 같은 주소를 갖는다. 따라

서 계층구조를 갖도록 하는 라우팅 prefix로 사용

하지는 못한다. 이때 HO-DSP 4옥텟을 순차적으

로 주소를 할당할 경우 같은 E.164 영역 내의 모

든 switch는 642  만큼의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해

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각 스위치의 라우팅 테

이블 관리 및 호 설정 요구 시 라우팅 테이블 look-

up의 overhead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하면 64/n2N × 만큼의 라우팅 엔트

리만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계층적 구조를 갖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E.164 AESA

E.164 AESA의 IDI 는 (그림 9)와 같이 E.164 (

주소)를 포함한다. IDI 는 항상 8옥텟이다. AESA

에서 E.164 주소를 encode하기 위해(옥텟의 정

수값을 얻기 위해) E.164번호 끝에 하나의 semi-

옥텟 (1111 = f )를 첨가한다.

2) ICD AESA

ICD(International Code Designator) AESA는

DSP의 값을 배정하고 할당하는 책임을 가지는

조직이나 기관을 인식하는 코드를 갖는다. ICD 형

식 AESA는 개별적인 AFI = 47을 사용한다. 이것

은 4자리수(2옥텟)의 IDI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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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C AESA

DCC(Data Country Code) AESA 형식은 4자

리의 ISO 국가 코드(DCC 값)에 수반하는 AFI

= 39를 사용한다. DCC AESA의 IDI 요소는 주소

가 등록된 나라를 지정한다.

4) ITU-IND AESA

ITU IND(International Network Designator)

AESA는 새로운 AESA로서 ITU나 ITU가 지정

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도록 제안되었다. AFI는

ITU-IND에 의해 배정되지 않았다. ITU-IND 영

역은 6자리 또는 3옥텟이 될 것이다.

다. X.121 번호체계

X.121는 공중 데이터 망을 위한 번호계획의

설계, 특성, 응용을 정의한다. 또한 공중번호 계획

과 병립하여 사설 데이터망의 번호를 위한 다양한

사설망 식별코드의 이용을 포함한다. X.121은 (그

림 10)에 보인 것처럼 국제 데이터 번호에 대한

세 개의 형식을 결정한다.

X.121에서 번호는 최대 15자리이다. 형식 내

에서 한 자리의 접두사(prefix)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a)형식에서 최대 자리 수는 14로 설정되었

다. b)형식에서는 다른 번호기법과의 연동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구조에서 첫번째

자리는 X.121 escape 코드이다.

•  DNIC

DNIC(Data Network Identification Code)는

네 자리이고 첫 세 자리는 DCC이다. DNIC의

첫 자리 값 중 1은 공중 이동 위성 시스템과 공

중 세계 통신망을 위하여, 2∼7은 국가 혹은 지

역적으로 특별한 DNIC를 위하여 할당된다. DN

IC는 한 국가 내의 공중 데이터망, 세계적인 서

비스, PSTN 이나 ISDN, 공중 데이터망 그룹,

사설 데이터망 그룹 등을 인식할 수 있다.

•  NTN

최대 10자리수인 NTN(Network Terminal

(그림 10) 국제적인 X.121 주소규격

(a) International identification of Dte/Dce

interface on public data networks

(b) International identification of interfaces on
other networks(interworking)

(4 digits) (up to 10 digits)

(3 digits) (up to 11 digits)

Network Terminal Number(NTN)DNIC

National Significant NumberCC

National Telex NumberTDC

National Number(NN)DCC

National Significant NumberTCC

8+

9+

0+

DNIC: Data Network Identification Code

NTN: Network Terminal Number

DCC: Data Country Code

NN : National Number

TDC: Telex Destination Code

TCC: Telephone Country Code(TCC)

CC: Country Code(CC) as defined by E.164

Number)는 DNIC로 확인되는 망에서 특정 DT

E/DCE 접속을 결정한다. DNIC에서 할당한 망

은 통합된 국가번호 기법의 한 부분이 아니다.

•  DCC

DCC(Data Country Code)는 3자리수이고 각

나라는 적어도 하나의 3자리 DCC를 할당 받는

다. DNIC의 세 개의 첫 자리는 DCC이기 때문

에 DCC는 항상 2, 3, 4, 5, 6, 7로 시작한다.

•  NN(National Number)

국가번호(최대 자리수 11자리)는 DCC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에서 특정 DTE/DCE 접속을 결정

한다. 국가번호는 통합번호 기법의 한 부분이다.

라. IP 번호체계

IP 망은 컴퓨터가 동일한 물리망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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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P 망에서 네트워크의 구분

Network Type Properties of IP Address

Class A
Comprises of Networks 1.0.0.0 through 127.0.0.0; The network number is contained in
the first Octet. This allows the remaining 24 bits to be used for address hosts

Class B
Comprises networks 128.0.0.0 through 191.255.0.0; The network number is in the first
two octets. Thus there can be 16320 nets with 65024 hosts each

Class C
Comprises of networks from 192.0.0.0 through 223.255.255.0; The network number is
contained in the first three octets. This allows up to 2 million networks with 254 hosts each

Class D, E, F
These network address are in the range 224.0.0.0 through 254.0.0.0; Currently these

experimental or reserved for future use.

연동 환경에서 통신을 허용한다. 이는 메시지를

가변길이의 패킷으로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각 패

킷은 forwarding 주소를 싣고 있는데 이 주소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 패킷은

목적지로 보내기 위한 최상의 위치에 있는 다른

라우터로 각 패킷을 전송해 주는 라우터로 보내진

다. 이러한 패킷들이 따르는 경로는 다를 수 있다

(비연결성).

IP 주소는 인터넷 상에서 단말 또는 중간 노드

를 지정하는 망 계층 주소로써 전 세계적으로 관

리되며 계층적인 할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IP 주

소는 공정하면서도 적절한 범위로 할당되어야 하

며 그 정보는 공개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층적인 IR(Internet Reg-

istry)이 성립되어 있으며, global IR인 IANA(In-

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를 축으로

하여 regional IR, local IR로 구성된다. 한국전산

원이 우리 나라의 IR로 국내 인터넷 주소 할당 권

한을 갖는다.

현재 인터넷 상의 IP 주소는 IPv4로서 32비트

체계를 쓰고 있으며, 이 32비트 주소는 다시 망

part와 호스트 part로 구분된다. 그리고, 망 part

의 길이에 따라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되며,

이 중 A, B, C 클래스는 망 구성용으로 사용되며,

D 클래스는 IP multicasting 용으로, E 클래스는

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IP 주소는 클래스 A, B, C 범위 안에

서 최대 16777214, 65534 및 254개의 주소를 제

공할 수 있다<표 3>. 그러나 각 클래스를 할당 받

은 기관들의 실제 사용 주소는 사용 범위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클래스 B 주소의 경우 많은 사이

트에서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주소는 1,000개

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곧 IP 주소의 고갈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또한 클래스별 라우팅 정보를 유지

해야 하므로 라우팅 정보와 관련된 자원이 많이 필

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IDR(Classless In-

terDomain Routing)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CIDR은 기존 주소체계를 벗어나 망의 주소를 임의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라우팅 자원에도 영향을 주게 되

어, 다중 클래스를 하나의 forwarding 정보로 사용

할 수 있어 라우팅의 성능 향상도 기할 수 있다. 궁

극적으로 IPv6로의 완전한 전이 이전에 IP 주소 고

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IP Version 4

IP가 일반적으로 각 바이트를 10진수(0에서

255까지)로 바꾸고 바이트를 주기로 분리하여 표

현하는 4바이트 주소에 근거한 각 패킷을 전송한

다. 가독성이 증가한 것에 더하여 이 표기법을 쓰

는 또 다른 이유는 IP 주소가 선도 옥텟에 포함된

망 번호와 호스트 번호 속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다.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는 망 번호

를 할당하고 수령인은 유효한 IP 주소가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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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스트에 할당하도록 허용된다.

2) IP Version 6

IPv6는 IETF(RFC 1752, RFC 1883, RFC

1884)에 의해 인터넷의 차세대 IP로 선택된 특정

프로토콜이다. IPv6는 21세기 이후로도 지속되도

록 충분한 주소를 보장해 주기 위해 32 비트 주소

를 갖는 IPv4에 반대되는 128 비트 주소를 사용

한다. IPv6 표준화 노력은 알려진 IPv4의 한계를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다. 특히 IPv6는 다음의 장

점을 갖는다.

• 필수적인 비제한 주소 공간

• 간소화된 자동절차; 기계가 망에 접속할 수 있

고 수동적인 조작 없이 자신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 완전한 인터넷 접속

•  IPv6 header는 최적화된 절차를 위해 설계됨.

• 모든 IPv6 노드가 구현되도록 보안의 표준화를

특징짓는다.

• 자동적으로 전체 망을 재구성하도록 지원한다.

① URLs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s)은 (그림

11)과 같이 표준 파일명 개념의 망 개념으로의 확

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디렉토리 내의 파일을 가

리킬 뿐 아니라, 망 상의 어디에라도 존재할 수 있

는 파일과 디렉토리일 수도 있다. 또한 URL은 데

이터베이스나 혹은 다른 곳에 저장된 문의나 서류

를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commonly

used on the World Wide Web)

•  ftp: file transfer protocol

• gopher: gopher protocol(retrieves text only

documents)

• telnet – connects to remote terminals

연결 설정을 위해 IP 주소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URL은 이름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1) Universal Resource Locator 사용 예

domain

Example of an URL

protocol path or file name

http://www.itu.ch/tsg2/sg2/wp1/gildoc

②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높은 수준의 이름기

법을 제공한다. 모든 도메인 이름은 부도메인에

따르는 “ .com” , “.edu” , “.int” , “.org” 같은 최상위

레벨 도메인(TLD)을 포함한다. TLD는 또한 지리

적일 수도 있다. 지리적 TLD는 보통 스위스의 경

우 ‘ .ch’처럼 국가를 지시하는 두 개의 문자

(character) 코드이다. 지리적이 아닌 TLD 또한

일반적인 TLD로 간주되고 세계적이다. ITU-TS

의 예처럼 TLD 내에서 이름이 생성되고 할당된

다. 그 다음으로 권한이 할당자에게 위임된다.

마. X.400 체계

X.400은 ITU와 ISO에 의해 개발된 표준들의

set인데 이는 생성자와 수취인 사이에 정보를 교

환하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e-mail(SMTP 프로토콜)과 대조적으로 X.400

메시지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다. 메시지는 전송

중에 분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메

시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어

야 한다. 게다가 X.400은 전달 통지를 하고 이 통

지를 받으며 통합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X.400 주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G=sverre; S=isaksen; O=nett; OU=s;

PRMD=telenor; ADMD=telemax; C=no

•  Sverre.isaksen@s.nett.telen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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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번째 주소가 더 짧고 간단하다. 그러

나 기본적인 기술에 연관된 더 미묘한 차이가 존

재한다. ADMD(Administration Management Do-

main)와 PRMD(Private Management Domain)의

예를 들면 보통 “C, ADMD, PRMD” 세 개가 한 벌

로만 루팅할 것으로 예상하고 ADMD는 대부분

“C, ADMD” 상에서 루팅된다. 반면에 인터넷 메일

은 단위로서 “s.nett.teleor.no” 상에서 루팅된다.

더욱이 ADMD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할당되어

서 사용자가 X.400 email 주소를 줄 때마다 서비

스 공급자의 이름이 공고되도록 하는 이름이다. 또

한 사용자가 한 전화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

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X.400 주소를 변경해야 함

을 의미한다. X.400 주소를 명기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은 권고안 F.401에 명기되었다. 속성의 목록

은 상당히 상세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사용되지

않는다.

바. X.500 체계

X.500은 OSI 에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프

로토콜과 정보모델을 정의하는 표준안 시리즈이

다. X.500은 필수적으로 다양한 노드와 망에 분산

되어 있는 서버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X.500 디렉토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OSI 응용

레벨 프로토콜은 ITU-T Rec. X.519에 정의되어

있다. 이 프로토콜들은 Directory Access Pro-

tocol(DAP), Directory System Protocol(DSP),

Directory Information Shadowing Protocol(DIS

P), 그리고 Directory Operational Binding Man-

agement Protocol(DOP)을 포함한다.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LD

AP)은 TCP/IP 기반 망 위의 디렉토리 정보에 접

속하기 위한 IETF standards-track 프로토콜이

다. LDAP가 X.500 DAP 내의 root를 가지는 반면,

LDAP 내에 L을 유지하는 설계 목표를 가지고 현

재 LDAP Ver. 3으로 진보해 왔다.

3 .  번호상호 연 동 방 안

이 절에서는 다른 주소기법간의 상호 연동을

허용하는 기구를 정리한다. 여기서는 다른 이름기

법간이나 한 이름기법과 다른 주소기법간의 상호

연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E.164

이름은 E.164 주소로의 전환에 우선하여 IP 주소

를 번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는

이름기법보다는 다른 주소기법간의 상호 연동만

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연동 기구 중 예를

들어 E.164 주소에서 X.121 주소로의 상호 연동

과 같이 몇몇은 이미 존재한다. <표 4>는 현재 존

재하는 망에서 주소간에 상호 연동을 위한 시나리

오이다. 여기서 더 많은 상호 연동 시나리오가 개

발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표 4> 다른 주소체계간에 상호 연동방안

주소기법s E.164 X.121 AESA IP

E.164 N/A E Y Y(IETF)

X.121 N/A SG7 SG7

AESA N/A Y

IP N/A

* E: Exists
Y: Yes needed
N/A: Not Applicable

먼저 ATM 망의 E.164 또는 AESA 번호체계

와 IP 번호체계 접속은 기본적으로 계층이 다른

프로토콜 연동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

행되고 있는 기술동향을 보면 IP 망과 ATM 망은

직접 연동보다는 overlay mode에 기인한 주소해

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소해결 방법은

기존 IP에서 MAC 주소를 얻기 위한 ARP 방법을

이용하여 MAC 주소대신 ATM 주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ETF에서는 classical IPOA

(IP over ATM), NHRP(Next-Hop Resolution

Protocol) 등을 표준화하였으며, ATM Forum에

서는 LE를 기반으로 NHRP를 적용하는 MPOA

(Multi-Protocol Over ATM)의 표준화를 수행하

였다. IPOA는 LIS(Logical IP Subnet) 내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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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이 자신의 ATM 주소와 IP 주소를 특정 서

버에 등록한 후 번역 질의(resolution query)에

의해 목적지에 대한 ATM 주소를 추출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LIS라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 다른 LIS에 있는 호스트와 통신

하기 위해서는 LIS 단위에 설치된 라우터를 이용

한다. 따라서 ATM의 접속형(connection ori-

ented) 특성보다는 데이터그램 방식의 hop-by-

hop 방식으로 IP 망과 ATM 망의 접속을 하는 방

식이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라우터

의 위치에 NHRP 서버를 설치하고, 주소 해결 질

의가 발생하면 목적지 LIS 내 IPOA 서버까지 질

의를 전달하여 단대단(end-to-end)간 연결설정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TM Forum에서는 이와

같은 NHRP의 특성을 받아들여 기존 MAC 계층

에서 emulation을 수행하는 LE(LAN Emulation)

에 NHRP 및 라우팅 기능을 부가하여 MPOA라

는 프로토콜을 완성하였다.

주소해결 방법은 상이한 주소체계를 갖는 두

계층의 주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결 설정

을 위해 부가적인 프로토콜 수행이 발생함으로 연

결 설정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

는 IPv6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IP 주소를 ATM 주

소에 곧바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방법은 ATM NSAP 주소의 ICD 형식과 동일

한 형식을 갖도록 ICP(Internet Code Point)에 16

바이트인 IPv6 주소를 삽입하는 것이다<표 5>.

<표 5>와 같이 NSAP ICP format의 DSP 부분

은 IPv6의 주소 길이인 16바이트로써 ATM

NSAP format을 통해 IPv6 주소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IPv6 는 라우팅에 필요한

subnet prefix와 interface ID를 지정하기 위한 필

드로 구분한다. 이때 Interface ID를 IEEE 802

MAC 주소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표 6>과 같이

코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ATM NSAP 주소는 단순히 24비트

prefix 0x350000을 가지며, 이후 IPv6 주소를 통

<표 5> AESA 포맷에서 IPv6 주소 수용방안

AFI IDI DSP

8bit 16bit 80bit 48bit 8bit

0x47 ICD HO-DSP ESI SEL

0x35 ICP HO-DSP ESI SEL

<표 6> AESA 포맷에서 IPv6 주소를 위한 코딩 포맷

AFI IDI DSP

8bit 16bit 80bit 48bit 8bit

0x35 ICP
Subnet
prefix

Interface
ID

SEL

0x35 0000 IPv6 주소 SEL

해 라우팅 prefix로 이용가능하다. 이 방식을 사

용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ATM과 IPv6를 위해 하나의 도메인 이름 및 주

소 범위를 고려하면 된다.

• 전체 망이 단순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진다(관리

용이).

•  ATM 인터넷 형식의 P-NNI 를 사용할 수 있다.

•  DNS를 ATM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ATM/IPv6 주소의 계층성 및 수집성을 통해 확

장성이 좋다.

•  IP 계층을 이용하는 응용이 ATM의 장점을 그

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Ⅳ. 결론 및 고려사항

IP 주소와 ATM 주소의 상호 연동방안은 다분

히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

하다. 따라서 이는 실제 통신망 시장환경을 고려

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

로 기존 무선 및 유선을 기반으로 한 번호체계는

이동성까지 고려하면서, 다양한 가입자 유형을 수

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한다. 또한 IP 주소를

기반으로 단말을 식별하기 위한 하드웨어 주소 개

념과 가상적인 이름 서비스 개념을 종합적으로 수

용하는 탄력적인 주소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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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름 서비스를 포함한 주소구조는 망의

기본 골격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기존의 통

신 사업자 망과 라우터 기반의 IP 망 구조간의 격

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름 서비스는 추후 통신망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인 만큼 기존 통신망에서

이름 서비스를 위한 망 내의 클라이언트/서버 구

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 여부가 중요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P 주소를 ATM 망

에 적용할 때 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다

음과 같다.

•  IP over ATM 망을 구축할 때 연동모델을 peer

model 혹은 overlay model 중에서 미리 정립

해야 한다.

•  Overlay model 적용 시 주소 해결 방법을 설정

해야 하며, 해당 서버의 위치 및 관리 범위가

망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야 한다.

• 공중망을 거쳐 연결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Bi-Level 주소가 가능하도록 IP만으로 B-

ISDN 망의 공중망 주소와 사설망 주소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IP-DNS와 B-ISDN 망의 ANS의 연동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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