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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화에서의 SMS 번호이동 서비스를 한 네트워크 구성은 인터넷 화 사용자가 SMS를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하는 필수 인 사항이다.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SMSC 시스

템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의 DB 처리  가입자 리 기능이 요구된다. 타망  SMSC 연동을 한 SMSG 

시스템의 경우에는 NPDB(Number Portability DB)와 연동으로 번호를 이동한 가입자의 호처리 기능이 필요

하다. 본고는 인터넷 화에서 번호 이동된 가입자에게 SMS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주요 번호이동 기술을 분

석하고 용하여 효율 인 망 구성방안에 해 제시한다. 

ABSTRACT

The network configuration of SMS number moving servi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improve the user convenience to 

Internet Telephone. To provide the service, The SMSC system is required the the function of DB process and management of the 

subscriber, In case of SMSG system to interconnects with the other network and SMSC, the function of the call processing of 

subscriber who has changed his number by interconnecting with NPDB(Number Portability DB) is required. This paper had studied 

the way to consist the efficient network by the number moving technic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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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서비스에서의 번호이동 제도란 통신서비스의 

화가입자가 사업자, 서비스 제공 치, 서비스 종류 

등을 변경하여도 기존에 사용하던 화번호를 변경하

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화서비스의 번호이동 제도는 정부에서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한 제도로 

기통신사업법 등의 련 법규에 의해 제공되고 있

으며,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화번호에 따라 사업자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기 

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03년 안산 등 4개 지역

에서 시내 화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한 후 재는 

국으로 확 하 으며, ‘04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사를 

변경하여도 번호를 그 로 쓸 수 있는 이동 화 

번호이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 ’08년 10월에

는 인터넷 화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 고, 집 화

(PSTN)번호 그 로 인터넷 화서비스에 가입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처럼 여러 통신서비스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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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유도를 해 번호이동 제도는 확 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련 기술개발  네트워크 

구 이 필수 으로 이 져야 한다. 그러나 재의 인

터넷 화 번호이동 제도는 주로 단순 음성서비스에 

해 번호이동이 이 지고 있으며, 인터넷 화 단말에

서 송․수신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이 완료되지 않아 

SMS(Short Message Service)를 번호이동사업자간 원

활하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 을 타개하기 해 번호이동된 인터

넷 화에서의 SMS 서비스를 연속 으로 제공하기 네

트워크 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5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의 구성은 서론, SMS서비

스와 네트워크 기본구조, 번호이동기술호처리방식비

교,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망구성  결론으로 구

성되어 있다.

Ⅱ. SMS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본구조

2.1 SMS서비스

SMS(Short Message Service)는 서비스센터를 통

하여 이동단말기와 문자엔터티간(SME : Short 

Message Enity)에 짧은 문자를 송하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SME는 짧은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SMS의 기본서비스는 이

동단말기에 착신하는 짧은 메시지와 이동단말기에서 

발신되는 짧은 메시지로 구성된다. 이동단말기에 착신

되는 짧은 메시지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이동단말기로 

제공되는 짧은 메시지를 이동 화시스템이 송함을 

의미한다. 한 이동 화시스템이 특별한 기계 인 특

성을 이용하여 달보고서 는 실패보고서에 의해 

단문메세지의 달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1은 이것에 하여 보여 주고 있다. 

단문메세지 달

>
<

SC MS

보  고

그림 1. 이동단말기 착신 단문메세지 서비스
Fig. 1 SMS mobile terminated

이동단말기에서 발신되는 단문메세지는 이동 화시

스템이 이동단말기에서 발신되는 단문메세지를 서비

스센터를 경유하여 SME에 달되거나 달보고서 

는 실패보고서에 의해 단문메세지의 달에 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2는 이것에 하

여 보여 주고 있다. 이 단문메세지는 140옥텟으로 구

성된다.

단문메세지 송

>
<SC MS

보고

그림 2. 이동단말기 발신 단문메세지 서비스
Fig. 2  SMS mobile originated

능동이동단말기는 음성이나 데이터의 호가 진행되

는 것에 계없이 언제든지 단문메세지를 수신할 수 

있다. 보고는 항상 서비스센터로 가게 되는데 이 보고

내용은 첫째 이동단말기가 단문메세지를 수신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이유에 의해 이동

단말기에 단문메세지를 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서

비스센터에 통보하는 것이다.

단문메세지의 송과 수신이 이동단말기에서의 상

태변화와 일치할 때 를 들어 통화에서 유휴상태로 

는 유휴상태에서 통화상태로 는 핸드오버 에 단

문메세지 달은 지될 수 있다. 한 메시지기  번

호나 서비스센터 시간스탬 와 같은 동일한 발신지 

주소와 식별번호를 가지고 연속 으로 수신되는 것이 

두 개의 단문메세지에 하여 가능하다.

이것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2.2 SMS 네트워크 기본구조

그림 3은 SMS제공을 한 기본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는 단문메세지가 서비

스 센터로부터 이동단말기에 달될 때의 SMS 

GMSC(Gateway MSC For Short Message Service)

와 단문메세지가 이동단말기로부터 서비스센터로 

달될 때의 SMS‑IWMSC(Interworking MSC For 

Short Message Service)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비스 

센터는 이 두 개를 집 화할 수 있다. **)는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이 단문메세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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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이동교환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는 단문메세지서비스 라우터가 선택  기능  장

치임을 나타낸다.

그림 3. 이동단말기와 SME간 메시지 교환
Fig. 3 The Message exchange concept between MT 

and SME

그림 4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문메세지가 

달되는 경우의 기 들에 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 

첫째 기  1에서 메시지 송 둘째 기  2와 4

에서 수행되는 운용 셋째 기  3에서의 메시지 

달  네 번째로 기  5에서의 메시지 달에 한 

것이다. 기  4는 SGSN을 경유하는 SMS 달에

는 사용하지 않는다. SMS라우터는 MT의 경우에만 

나타낼 수 있는 선택 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없으

면 기  3은 SMS-GMSC로부터 MSC/SGSN으로 

직  연장된다.

그림 4. SM 달 네트워크 구조
Fig. 4 The short message transfer network 

Ⅲ. 번호이동 기술 방식 

3.1 화서비스별 번호이동 호처리방식 

화서비스에서의 번호이동 기술은 크게 지능망을 

활용한 방식과 지능망을 활용하지 않고 교환기에서의 

기능을 활용한 방식으로 나뉜다. 지능망을 활용한 방

식으로는 QoR(Query on Release)방식과 ACQ(All 

Call Query)방식이 있으며, 비지능망 방식으로 

RCF(Remote Call Forwarding)방식으로 나 다. 다음

은 각 방식별 호처리에 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 QoR(Query on Release)방식

그림6은 QoR방식에 의한 번호이동 호에 한 흐름

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호가 원 착신망으로 

송신되었다가 원 착신망에서 해당 가입자가 타망으로 

번호이동한 것이 확인되면 발신망에서 번호이동가입

자 DB(NPDB)로 질의(Query)를 통해 번호이동된 최

종 착신망으로 호를 착신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번호이동가입자가 많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구 하기

에 합핟. 번호이동 가입자가 증가하여 트래픽이 많

을 경우 원 착신망의 네트워크 사용효율을 떨어뜨리

고 호처리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재 

이동 화번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용되고 

있다.

 

그림 5. QoR 방식 호의 흐름도
Fig. 5 Call flow in QOR 

나. ACQ(All Call Query)

그림6은 ACQ방식에 의한 번호이동 호의 흐름도를 

보여 주고 있다. 최  발신망에서의 모든 호는 착신망

에 달되기 에 번호이동가입자DB(NPDB)에 질의

(Query)하여 가입자가 최종 번호이동된 착신사업자에

게 호를 속한다. 일정이상의 번호이동가입자가 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 네트워크의 부하를 이면서 호처

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기 번

호이동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DB시스템  연동 

등에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 이 있다.

이동 화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하면 네트

워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QoR방식에서 ACQ 방식으

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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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CQ 방식 호의 흐름도 호처리 개념도
Fig. 6 Call flow in ACQ

다. RCF(Remote Call Forwarding)방식

그림7은 RCF방식에 의한 번호이동 호처리 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RCF방식은 번호이동한 가입자의 호

를 번호이동  원 착신망을 경유하여 최종 착신망으

로 호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트래픽의 증가

를 발생시키고 SMS 등과 같은 비음성호 등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망을 최 한 활용하는 장

이 있어 이 방식을 활용하여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

입하 을 경우 기 구축비용을 일 수 있다. 재 

시내 화번호이동과 인터넷 화번호이동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림 7. RCF 방식 호의 흐름도
Fig. 7 Call flow in RCF

Ⅳ.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망 구성

4.1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망 구성요소

그림8은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망 구성도를 보

여주고 있다. 인터넷 화서비스에서 SMS서비스를 제

공하기 한 망 구성으로는 SMSC (SMS Center)와 

SMSG(SMS Gateway) 등과 같은 시스템 있다. 

SMSC는 이동통신망에서와 같이 가입자 단말과 연

동되어 가입자 DB Query 후 인증을 거쳐 SMS서비

스를 제공한다. SMSG는 SMSC에서 송신된 메시지를 

이동통신사  인터넷 화통신사와 연동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한다. SMSG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화사

업자와 연동 된 회선을 통해 SMS호를 송신한다. 

NPDB(Number Portable DB, 번호이동 가입자 DB)

의 조회 등을 통해 착신가입자의 사업자 이동 정보를 

얻어 SMS 호를 최종 착신망으로 송한다. 

그림 8. 인터넷 화 SMS 번호이동망 구성도
Fig. 8 SMS number moving network in Internet 

4.2 SMSC-SMSG간 호처리 

그림 9는 번호이동가입자의 인터넷 화 단말과 

SMSC-SMSG간의 호의 처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화단말과 SMSC는 인터넷 화 번호이동 가

입자의 SMS호를 처리하기 해 Ported In(타사에서 

번호이동해온 가입자)/Out(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정보 장, 번호 맵핑 기능(PSTN번호 ↔ 인터넷 화

번호)의 가입자 DB 리기능과 Ported In/Out 된 가

입자 메시지 처리 기능, Callback 번호 변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SMSC와 SMSG의 연동을 

해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용한다. 등록

(Register) 차를 거친 후 인증이 완료된 가입자에는 

SMS 송이 가능하다. 타 사업자망으로 이동된 가입

자에게 SMS를 송신할 경우 SMSC에서 가입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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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를 통해 착신자번호의 번호이동 유무를 조회g한

다. 가입자 DB는 자사 가입자와 번호이동 유무를 

단하여 SMSC에게 결과값을 송신한다. SMSC는 자사

가입자가 아니고 번호이동한 가입자라는 결과를 수신

하게 되면, SMS를 타사로 송하기 해 SMSG로 

SMS호 송신한다. SMSG에서는 인터넷 화사업자간 

SMS 연동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TCP/IP 로토콜을 기본으로 하는 QoR 방식의 번호

이동성 호처리를 한 표  방식을 통해 SMS 호처리

가 이루어진다. 각 인터넷 화사업자간 BIND와 

BIND_ACK 메시시를 통해 사업자 연동을 확인한다. 

DELIVER 와 DELIVER_ACK 메시시를 통해 메시지

를 송한다.

한, 송된 메시지가 인터넷 화 가입자에게정상

으로 달되었는지 여부와 유효기간이 과되었을 

경우 등에 해 수신측 SMSG는 송신측 SMSG측으

로 REPORT 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9. 번호이동 호의 SMSC-SMSG간 처리과정
Fig. 9 Call processing between SMSC-SMSG

그림 10은 번호이동사업자의 SMSG간에 호가 처리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9에서와 같이 가입

자와 번호이동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필요없이 송신

과 수신게이트간에 직 으로 호의 흐름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번호이동사업자 SMSG간 호처리
Fig. 10 Call processing between SMSG of Number 

moving companies.

Ⅴ. 결 론

번호이동가입자 단말기인터넷 화 번호이동 제도는 

‘08년 10월 도입된 이후 인터넷 화기간사업자가 11개

사업자에 이fms다. 한국통신사업자연회(KTOA)의 발

표 자료에 의하면 ’10년 4월 재 유선 화(시내  

인터넷 화사업자) 번호이동자 수는 500여만건에 이른

다. 이 듯 통신서비스에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한 이후 

화사용자의 사업자 선택의 편의성  권리가 차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화는 기존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서 제공하던 

단순 음성 화서비스를 넘어 상통화, SMS, MMS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

분의 사업자는 수익 서비스인 인터넷 화서비스에 

신규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

넷 화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의 사용기회를 확 시

키고, 권리를 보장하기 해서는 재 인터넷 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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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SMS 번호이동 서비스가 법 인 근거를 가지고 

더욱 극 으로 이 서비스를 효율 으로 도입하고 

리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화의 번호이동제도에서의 

SMS 제공을 한 서비스 구 에 해 연구하 다. 

번호이동서비스 구 에 용되는 번호이동기술방식으

로 지능망기반의 QoR(Query on Release)  

ACQ(All Call Query)방식, 그리고 비지능망기반의 

RCF(Remote Call Forwarding)방식에 하여 논하

다. 한 번호이동 호의 처리는 SMSG-SMSC 기반의 

가입자 DB와 NPDB를 활용한 번호이동가입자에 한 

호처리 과정과  SMSG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 네트

워크 간 호처리 과정을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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