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NGN-GSI 회의에서의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 표준화 이슈
NGN에서의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
NGN에서의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은 NGN과 NGN 응용 중간에서 위치하여, NGN 응용이
NGN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향후 NGN
환경이 성숙되면 NGN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서비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ITU-T SG13에
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에 대한 언급이 되기 시작되었고, 하반기에 SG13/WP3/Q.2에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문서 개발이 제안되었다. 2006년 1월에
NGN 응용 및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Y.ngn-openenv)이란 이름으
로 표준 문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개방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적 요구사항,
서비스 구조, 구현 시나리오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Y.ngn-openenv에 대한 추진경과, 2007년 1월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NGNGSI 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Y.ngn-openenv 추진 경과
NGN 응용 및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Y.ngn-openenv) 표준안 개
발은 2005년 9월에 처음 제안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 1월에 Y.ngn-openenv라는 이
름으로 권고안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NGN-GSI 회의까지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y 2005년 9월 : NGN 응용 및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 제안(Q.2
리빙리스트 아이템 선정)
y 2006년 1월 : NGN 응용 및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 제안
(Y.ngn-openenv 권고안 초안 개발 시작)
y 2006년 4월 : Y.ngn-openenv 권고안 수정 (NGN GSI 고베 미팅) - Service
Coordination, Service Discovery, Service Management에 대한 기능적인 요구사항 제안
(일부 수정하여 대부분 반영)
y 2006년 7월 : Y.ngn-openenv의 3장 용어, 6장 기능적 요구사항, 7.1절 서비스 아키텍
처 제안(일부 수정하여 Y.ngn-openenv 권고안에 반영)
y 2006년 10월 : Y.ngn-openenv의 7.2절에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의 구성요소 정의와
이들간의 관계 정의, 그리고 서비스 등록 및 발견 시나리오 예 제안, 5장에 서비스 컴포
지션 기능 및 클라이언트측의 서비스 프로비져닝 요구사항 제안, 6장에 서비스 컴포지
션 기능 추가 제안 및 본 절을 위한 세부 기능적 요구사항 제안, 서비스 개발 지원 기
능 절에 세부적인 요구사항 추가 제안(제안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Y.ngn-openenv
권고안에 반영). 또한, Q.8에서 개발중인 Y.wsconv 권고 표준안과 용어 정의 부분에 대
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Y.ngn-openenv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서를 나누어 적

절한 Question 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문서가 좀더 정
리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Y.ngn-openenv에서 Capability와 Functional Entity 용
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Functional Entity가 더 적절해 보임으로 용어의 일관성이
제안 되었으나, Q.2에서는 요구사항을 다루는 만큼 Capability가 더 적절한 것으로 합의
됨.

최근 표준화 진행현황
2007년 1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ITU-T NGN-GSI 회의에서 Y.ngn-openenv는 TD
307(ITU-T NGN-GSI 10월회의의 Y.ngn-openenv 결과 문서)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로 Y.ngn-openenv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였다. Y.ngnopenenv에 관련된 각 기고서의 내용과 반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y NGN.GSI-C-0314(Huawei, 서비스 적응 기능 요구사항 제안: Proposal to add Service
Adaptation Functional Requirements to Y.ngn-openenv) :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에
터미널, 네트워크, 사용자 프리퍼런스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적응 기능 요구사항을 제안하였고, 논의 결과 구체적인 기능 설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상위 레벨 요구사항 형태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y NGN.GSI-C-0315(Huawei, 서비스 인에이블러 교환 기능 요구사항 제안: Proposal to
add Service Enabler Replacement Functional Requirements to Y.ngn-openenv) : 서비
스 인에이블러의 정보를 확인하여 다양한 서비스 인에이블러 중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인에이블러로로 교환해 주는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논의 결과 명확하지 않을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기로 결정
하였음.
y NGN.GSI-C-0317(Huawei,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능적 요구사항 제안: Proposal to add
Service Registry Functional Requirements to Y.ngn-openenv) :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
능적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절에 추가할 요구사항들을 제안하였으며, 논의 결과 일부 내
용을 삭제 및 수정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y NGN.GSI-C-0397(ETRI, Y.ngn-openenv의 5장 및 6장에 텍스트 수정 제안: The
updated texts of section 5 and 6 on Y.ngn-openenv) : NGN R1 요구사항(Y.2201) 표준
문서의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과 Y.ngn-openenv의 내용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Y.ngn-openenv의 문서 중 주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5장 및 6장
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미 승인된 표준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
는 것이므로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향후 개발 계획
Y.ngn-openenv 권고안은 차기 SG13/Q.2 Interim 회의에서 NGN에서의 개방형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Y.ngn-openenv 문서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서비스와 기존의 개방
형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는 Parlay와 OMA의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
에 대한 내용을 Y.ngn-openenv의 Appendix에 추가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또한 Parlay
와 OMA의 개념 중 NGN의 개방형 서비스에 적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내용 추가
를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ETRI 기술개발단과의 연계 표준화를 위하여 BcN 단의 개방형
서비스(Open API)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와 표준화 협력을 추
진할 예정이다.
또한, Q.8/13의 Y.wsconv 드래프트 표준안과 지속적인 관계정립 및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Q.3/13와는 FRA의 Application Support Functions에 있는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계정립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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