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NGN을 위한 자원수락제어기능 표준 완성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NGN(Next Generation Network) 표준화를 위한 ITU-T
SG13 및 NGN-GSI(Global Standards Initiative) 회의에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던
핵심 권고안 10여 건이 승인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
한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를 논하는 분과(Question4/SG13)에서 중점 검토 중인 “NGN에
서 자원수락제어기능(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s, RACF)” 문서가 2주간의
회의를 거쳐 폐회식에서 정식 권고안(Y.2111)으로 승인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
다. 국내 BcN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이
었으며, 이번에 승인된 RACF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기 기술 개발을 통한 장비 구축 및 기능
탑재가 요구되며, 후속 표준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RACF 문서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후속 표준화 추진 전략을 살펴본다.

RACF 권고안 주요 내용
RACF 권고안은 NGN에서 종단간 서비스 품질 보장과 망 경계 제어를 위한 자원 수락 제어
기능을 명세 한다. RACF는 넓은 범주의 서비스와 유무선을 포함한 다양한 전송 기술을 위
한 실시간 응용 위주, 정책 기반 전송 자원 관리에 목표를 둔다. IP 멀티미디어 서버시스템
에 무관하게 서비스가 RACF를 이용할 수 있다. 본 권고안은 자원예약, 수락 제어 및 게이
트 제어, 네트워크 주소 포트 변환, 방화벽 제어, 네트워크 주소 변환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연관된 요구사항과 기능 구조를 정의한다. 또한 다른 기능 엔터티 간에 참조 포인트를 정의
하고, QoS 관련 전송 자원 제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그림 1> NGN 구조 내에서의 RACF

<그림 1>은 전체적인 NGN 구조 내에서 RACF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RACF가 서비스 제
어 기능(Service Control Functions, SCF)과 액세스와 코어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 품질 관
련 전송 자원 제어를 위한 전송 기능(Transport Functions) 간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가입자 정보, SLA(서비스 레벨 보증서), 망 정책 규칙, 서비스 우선 순위, 전송 자원 및 가
용성 정보에 기반하여 RACF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RACF는 NGN 전송
자원 제어를 요구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호, 비디오 스트리밍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을 위해 서비스 제어 기능 및 전송 기능과 상호 작용을 한다. 또한 RACF는 가
입자 정보 확인, 네트워크 액세스 등록, 인증, 파라미터 설정 등을 포함하는 망 접속 제어
기능(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s, NACF)과 연계된다. 가입자 장비(Customer
Promises Equipment, CPE)쪽에서 여러 사업자가를 거쳐 상대방까지 종단간 제어를 위해
사업자간 해당 기능과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 PD-FE (Policy Decision Functional Entity, 정책 결정 기능 엔터티)
TRC-FE (Transport Resource Control Functional Entity, 전송 자원 제어 기능 엔터티)
TRE-FE (Transport Resource Enforcement Functional Entity, 전송 자원 할당 기능 엔터티)
PE-FE (Policy Enforcement Functional Entity, 정책 시행 기능 엔터티)

<그림 2> NGN에서 일반적인 RACF 기능 구조

RACF 권고안은 RACF를 이용한 서비스 품질 제어 메커니즘 및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림 2>는 기능 엔터티와 관련 참조 포인트를 가진 기능
구조를 나타낸다. 필요한 기능 엔터티를 정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교환되어야 할 정
보 및 메시지를 모두 정의해 두었다. 사업자간 종단간 QoS 제어를 위한 시나리오도 함께
포함한다.

향후 표준화 방향 및 결언
차기 NGN-GSI 회의는 2006년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 이번에 승인된 RACF 문서의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7월 제네바 회의에 기고했었던 일부 한국 기고서는 NGN Release 2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
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이 RACF 후속 작업 목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문서에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나 다른 기능과의 연동측면, 또

한 IPv6 등 다양한 망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권고안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향후에는 국내 BcN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측면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기
술을 국내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제 회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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