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송통신] 지구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방출 관련 에너지 효율적인 표준화  

 

지난번 SG15 표준화 회의(2008.2.11-2.22, 스위스, 제네바)에서 온실가스 방출(GHG: 

GreenHouse Gas emissions) 관련 에너지 효율적인 표준화 활동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ITU가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2007년 11월 TSAG 회의에서 모든 연구반들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표준 제정이라는 연락 

문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SG15 연구반은 이러한 취지 하에서 모든 권고안에 대해 해

당 내용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권고안 제정에도 에너지 효율적인 표준화를 추

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에 개최된 SG 15에서는 Q2/WP1/SG15(데이브 폴커너, 라포터)에서 담당하여 온실

가스 방출관련 에너지 효율적 권고안 개발에 대해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 작성 작업을 하

기로 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시범적인 표준화 활동을 권고안 G.hnta(일반적인 홈 네트워

크 구조: generic Home Network Transport Architecture, Q1/WP1/SG15)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 2008년 12월 회의에서 동의(consent)하기로 하였다. ITU-T SG15 측면의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는 연구과제(question)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향후 타 WP(Working Party) 및 

타 SG(Study Group)에서 참조 및 확장을 위해 연락문서로 TSAG에 송부하였다. 향후 분야 

기술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SG15 해당 작업 목적 

지구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방출 관련 에너지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작

업 목적을 제시하였다. 

 SG15의 망기술 범위 내의 표준화에 있어 온실가스 방출과 관계된 에너지 효율성 증

대 의식 고취 

 망간의 단대단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타 표준화 단체와의 효율적 

협력 

 SG15의 표준화 범위인 망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 방출 달성  

 저 에너지 이용 망 구축과 더불어 운용적 측면 및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비용 절

약에 대한 의식 고취 

 

SG15 연구과제 2(Q2)에서 설정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 

SG 15 연구과제2(Q2/WP1)에서 작성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는 

다음의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SG15 연구과제2(Q2)에서 설정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 
항목 내용 

a 해당 ITU-T 권고안이 망 관련 장비 개발에 전력 사용을 요구하는가?(Yes/No) 

b 
해당 ITU-T 권고안에 따른 새로운 구현이 사용중인 망 장비 전력 사용에 

변화를 주는가? (Yes/No) 

c 

위의 항목이 그렇다면, 아래 표 2 를 참조하여 해당 수준을 표시하라. 

A: 지구온난화에 무시할만한 영향을 줌(센서 장비의 수준) 

B: 지구온난화에 최소한의 영향을 줌(RFID 칩의 수준) 

C: 지구온난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줌(Wi-Fi 라우터의 수준) 

D: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줌(개인용 컴퓨터의 수준) 

E: 지구온난화에 주된 영향을 줌(데이터 센터의 수준) 

d 
해당 ITU-T 권고안이 다중 전원 모드로 동작하여 저전력/저에너지 망기술 

구현이 가능한가? (Yes/No) 

e 
위의 항목이 그렇다면, 다음을 참조하여 해당 수준을 표시하라. 

(그러함, 추가적인 전력 소비를 줄임, 그렇지 아니함, 해당 사항 없음) 

f 
해당 ITU-T 권고안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선이 가능한가? (Yes/No) 그렇다면 

어떻게? 

g 

해당 ITU-T 권고안이 생산, 구현, 폐기 단계에서 기후 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나? 예를 들어 PVC, 수은 또는 유해 화학제품 사용 

기피 등 기술 

h 

해당 ITU-T 권고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되어 타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오는가? (Yes/No) 이 물음에 

대해(그렇다면 해당산업과 해당 적용 기술, 아닌 경우, 중립, 해당 권고안은 

해당사항 없음) 기술 

i 
해당 ITU-T 권고안이 환경 감시, 기후 변화를 위한 감별증거 등에 적용이 

가능한가? (Yes/No) 그렇다면 주기능 및 보조기능 그리고 상세한 내용 기술 

j 

해당 ITU-T 권고안이(특히 개발 도상국에) 적용에 있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도움이 되나? (예를 들어 긴급 서비스, 경고 서비스, 최악의 기후 상태에 대한 

복구 등) (Yes/No) 그렇다면 주기능 및 보조기능 그리고 상세한 내용 기술 

k 

현재 기후 변화의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ITU-T 권고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l 
타 표준화 기구(IEC, ATIS, ETSI, IEEE) 및 환경 단체(UNFCCC, WMO, GeSI) 중 

어느 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관련한 이 작업과 관련이 있나? 

m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상호 협력이 가능한가? 

n 에너지 절약 관련한 이 작업(이 권고안)이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나? (Yes/No) 

o 

위의 항목이 그렇다면 쿄토 협약(Clean Development Mechanism)하에서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데 어떤 기회를 

부여하나? 

p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술 

 



<표2> ITU-T 권고안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성 간의 관계표 

 장비 / 망 당 전력 소비 

시장 잠재성

(10년내 사용

자 예상치) 

0.1 watt 

보다 적음 

1 watt 

까지 

10 watts 

까지 

100 watts 

까지 

1 kw  

이상 

1 million  

이하 

A A B B C 

10 million 까

지 

A B B C C 

100 million 까

지 

B B C C D 

1 billion  

까지 

B C C D D 

1 billion  

이상 

C C D D E 

 

향후 전망 

ITU-T Q2/WP1/SG15에서 담당하여 온실가스 방출관련 에너지 효율적 권고안 개발에 대해 

작성한 에너지 절약 점검 리스트는 접근망(Access networks)기술을 위한 라포터나 에디터

를 위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참고 문서로 작성되었다. 예상되는 적용 분야로 DSL(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이더넷 적용 ONU(Optical Network Units) 및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등 교환기술보다는 인터페이스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 작업자인 데

이브 폴커너(라포터, Q2/WP1/SG15)에 따르면 SG15 내의 다른 WP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및 타 SG에도 적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2007년 11월 

TSAG 회의에서 “모든 연구반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표준 제정”이라는 연락문서를 타 연

구반에도 통보한 상태이므로 SG15의 해당 작업 내용이 기초가 되어 에너지 효율적인 표준

화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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