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 NGN 컨버전스 서비스를 위한 웹서비스 게이트웨이 

 

NGN 컨버전스 서비스 

ITU-T SG13 Q.8에서는 NGN의 서비스 시나리오 및 디플로이먼트 모델 개발을 이슈로 하여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웹서비스 기반의 NGN 컨버전스 서비스 시나리오 개

발(권고안 Y.wsconv)을 하고 있다. Y.wsconv 권고안은 NGN에서 웹서비스(Web Services)

를 기반으로 응용 계층에서 서비스간 융·통합하기 위한 기본 컨버전스 모델 및 시나리오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NGN 서비스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Google, Yahoo 등의 웹서

비스)를 NGN 외부의 응용 개발자가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컨버전스 모델I은 모든 서비스가 웹서비스로 이용 가능할 경우 통합 방법론을 제시하며, 간 

연동 및 통합)과 컨버전스 모델 II는 웹서비스가 아닌 경우에 웹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동 및 통합하는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컨버전스 모델을 통하여 NGN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부가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용이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 

개발시 상호운용성과 보안에 대한 가이드도 개발하고 있다. 

 

웹서비스 게이트웨어 

웹서비스 게이트웨이(WSG; Web Services Gateway)는 기본적으로 웹서비스의 삼각 구조

(triangle architecture)를 준수하면서 NGN 서비스를 웹서비스일 경우와 웹서비스가 아닐 경

우로 구분하는 확장된 웹서비스 구조이다. 

 

<그림 1> 웹서비스 게이트웨이 구조 

 

그림 1의 웹서비스 게이트웨이 구조를 위하여 기본의 웹서비스 요청자(WSR; Web Services 



Requester), 웹서비스 제공자(WSP; Web Services Provider), UDDI와 같은 검색 서비스

(Discovery Services), 그리고 NGN 서비스 중에 웹서비스가 아닌 NWS(Non-Web Services)

가 이용되며, 이러한 컴포넌트 간에 아래와 같은 7가지의 웹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

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I  WSR과 WSP간의 웹서비스 인터페이스 

OF  WSR가 WSDL을 요청하는 인터페이스 

OP  WSP가 WSDL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OFG  WSG가 WSDL을 요청하는 인터페이스 

OPG  WSG가 WSDL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OIG  WSP와 WSR 사이에서 WSR을 위한 인터페이스 

ONWS  웹서비스 형태가 아닌 NGN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웹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Y.wsconv 권고안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컨버전스 모델 II

를 개발 중에 있다. 컨버전스 모델 II는 NGN 서비스 영역에서 웹서비스와 웹서비스 아닌 

형태의 NGN 서비스를 웹서비스 게이트웨이가 통합하여 웹서비스 요청자에 전달하는 방식

으로, 현재 웹서비스 게이트웨이의 기능에 대해서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 웹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컨버전스 모델 II 

 



결언 

NGN 컨버전스 시나리오 개발에 있어서 웹서비스 게이트웨이는 NGN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

스를 결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이다. 특히 웹서비스 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은 국내

/국제 특허를 개발 중에 있다. Y.wsconv 권고안은 1) 웹서비스 게이트웨이 기능 보강, 2) 

서비스 시나리오개발, 그리고 3) OSE-FE와의 연관성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

한, 본 권고안은 2007년 9월(늦어도 2008년 1월)에 권고안 개발 완료(consent)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7월의 Q.8/13 회의(한국, 7월 25일~31일)과 9월의 NGN GSI 회

의(제네바, 9월 10일 ~ 21일)에 보다 많은 한국의 기고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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