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 가입자 주도형 IP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BcN 표준 한국이 완성 

 

지난 2년동안 ITU-T 차세대 통신망(Next Generation Network, NGN) 관련 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의 ICU 최준균 교수 등이 꾸준히 표준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 왔던 “ 가입자 주도형 IP 

네트워크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ustomer Manageable IP Network)”  표준이 완성되게 

되었다. 본 표준은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IT 839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된 것으로 

특히 사용자 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진보된 IP 네트워크 구조를 다룬다.  

미래의 Manageable IP 네트워크는 단지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들, 가정의 주변 장치들, 지능적 응용들을 수용하기 위한 결합된 환경의 고정/무선 

네트워크 요소들을 고려한다. 미래의 IP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부터의 서비스 질과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컴퓨터와 소비자 장비들의 이종의 요구사항들을 절충할 것이다. 

Manageable IP 네트워크는 실시간 서비스 질과 멀티미디어 응용들을 보장하고, 또한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한 대역폭 예약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운용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연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레벨 보증서(Service Level Agreement, SLA)는 서비스 제공자와 최종 

사용자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정식적인 정의로서, 최종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고, 제공자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규정한다. 또한, SLA와 일치되는 것을 보장하고, 

추적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절차와 보고들을 정의한다. 

  

본 표준에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P로 구현되어 NGN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들을 위한 정의와 

요구사항들 

 manageable IP 네트워크에서 최종 사용자 측면에서의 참조 모델 

 manageable IP 네트워크에서 최종 사용자 측면에서의 기능적인 성능들 

 manageable IP 네트워크의 최종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응용 시나리오들과 절차들 

 

가입자 주도형 IP 서비스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된다. 이것은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사용자가 운용가능한 네트워크의 서비스 개념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제공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할 책임은 없다. 최종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자의 도움으로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생성하고 개발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의 성능들은 네트워크 요소들과 그것들의 자원들을 제어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성능들은 어떠한 메뉴들의 집합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 네트워크 성능들의 

메뉴의 집합은 SLA 파라미터들의 개수에 대한 항목들로서 규정된다. 가입자 주도형 IP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최종 사용자는 인간, 터미널 장비 또는 응용이 되는 최종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는 네트워크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관련 네트워크 자원들을 갖고서 

자신의 서비스들과 네트워크 구성들 (예,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생성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상에서 일부 제어와 관리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종 사용자는 제어와 관리 기능들의 집합을 선택하고,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과 보안 성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성능에 관해 네트워크 

제공자와 SLA를 협상한다.  

 

 

(그림 1) 가입자 주도형 IP 네트워크의 서비스 개념들 

 

세계 정보 기반 구조(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의 정보 가치 사슬 모델로부터, 

‘ 최종 사용자’ 는 개별적이고, 정보 주선인/브로커, 정보 제공자들 또는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가입자 주도형 IP 서비스들의 요구사항들은 최종 사용자 서비스 요구사항, 네트워크 제공자 

요구사항, VPN 요구사항, 응용 제공자 요구사항으로 나눠진다. 정보 가치 사슬 모델에 따라서, 

네트워크 제공자는 정보 처리와 저장 능력이 요구하는 정보의 통신과 네트워킹을 맡는다. VPN은 

사용자들의 그룹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응용 제공자들은 정보 

서비스 브로커와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다. 

 

표준화 진행현황 및 결언 

지난 3월 제주에서 개최된 ITU-T 제5차 Focus Group(FG)-NGN 회의에서 가입자 주도형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NGN Release 1 요구사항 문서에 추가한 데 이어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제6차 FG-NGN 회의에서 NGN Release 1 Scope 문서에 가입자 

주도형 IP 서비스를 NGN 서비스의 하나로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로서 “ 가입자 주도형 IP 

네트워크 구조”  표준 완성과 함께 관련 후속 표준들이 본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표준 완성을 계기로 향후에는 BcN과 연계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에 주력하고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 개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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