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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시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해 필수 인 수단이 되고 있다. 기존 연

구에서 로벌 인 라인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통해 온실가스감시를 수행하기 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나 추상 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실제로 NGN에 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GN 내에 탑재될 기능들을 심으로 온실가스감시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실제 NGN에서 용이 가능하게 

하기 한 기반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GHG(green house gas) monitoring has been an essential method to prevent climate change. Service scenarios for GHG monitoring 

over NGN(next generation network), a global infrastructure, was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stays at the abstract level that may lead 

to difficulties fo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onitoring service  in NGN. This paper proposes GHG monitoring service scenarios, based 

on functions to be incorporated in NGN, that provides the basis for actual implementation in 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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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실제의 문

제로 등장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의 배출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정 

는 이동 형태의 측정장치에서 측정된 배출량과 각 기

별 간  배출량을 감시하여 장단기 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용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작용되어야 

하므로 GHG 배출량 감시는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보안성 유지와 로벌 인

라 구축 측면에서 유리한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통한 GHG 배출량 감시를 NGN 기반에서 

구축할 경우의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 등에 해 논의

하 다[1]. 그러나 NGN 내부에 어떠한 기능이 제공되

어야 하는지, NGN 내부와 외부의 어느 기능이 용되

어야 하는지에 한 세부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1]~[5].

본 논문에서는 NGN 기반으로 GHG 배출량을 감시하

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NGN 내에서 GHG 배출량 감시를 해 요구되는 서비스 

기능들로 구성되는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며, 이 서비스 

모델을 용하여 NGN 기반의 GHG 배출량 감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기술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정리된 요구사항들로부터 추출된 서비스 기능

을 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3장에서 서비스 모

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별 시나리오를 설

명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GHG 배출 감시를 위한 

서비스 모델

NGN을 통해 GHG 배출량을 효율 으로 감시하기 

해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각 역할별로 명확한 구분  

임무 할당이 필요하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역할로서 사

용자(user),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GHG monitoring 

service provider), GHG 인벤토리 제공자(GHG inventory 

provider), NGN 네트워크 제공자(NGN network provider) 

등이 각각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기 인 연결 구조

가 요구된다. 이 역할들 사이의 계를 나타낸 것이 그

림 1이다. 그림에서 보면 서비스 사용자는 무선, 유선 액

세스를 통해 네트워크 제공자가 리하는 NGN를 경유

하여 GHG 배출 감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때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는 GHG 감시 서비스의 

컨텐츠에 해당되는 GHG 인벤토리의 유지 리를 담당

하는 GHG 인벤토리 제공자와 NGN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를 연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1. NGN을 통한 GHG 배출 감시 서비스의 
제공 모델

Fig. 1 Service model for GHG emission monitoring 
service over NGN

사용자는 NGN을 통한 GHG 감시 서비스를 제공 받기 

해 NGN 네트워크 제공자와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

에게 가입을 해야 하며, NGN 네트워크 제공자와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데이터의 달을 해 맺

은 계약 계에 따라 상호 력하여야 한다. 한, 환경 

분야 문가가 여하는 GHG 인벤토리 제공자와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도 컨텐츠 제공에 해 맺은 

계약 계에 의한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참고문헌 [1]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해 요구

되는 기업의 기  유지를 한 보안 문제와 로벌 인

라 구축에 유리한 NGN을 통한 GHG 감시 서비스의 략

인 제공 방식과 서비스 시나리오는 제시된 바 있다. 그

러나 NGN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GHG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용되어야 하는지에 한 논

의는 아직 없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을 맞

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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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고려하 을 때 각 역할

별로 요구되는 기능들을 살펴보자. 먼  GHG 인벤토

리 제공자와 련하여 NGN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능으

로 GHG 인벤토리로부터 넘겨받은 GHG 련 데이터로

부터 감축량을 추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GHG 인

벤토리 정보를 장 유지 리를 할 수 있는 DB, 직  

GHG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측정 기능

이 필요하다. 

GHG 감시 서비스 제공자와 련하여서는 GHG 감

시 서비스 제공자와 GHG 인벤토리 제공자 사이의 정보 

달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데이터 포맷을 정합해주는 

기능,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기

능을 포함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리해 

주는 기능과 이를 해 참조해야 하는 서비스 사용자 

로 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이 필요하다. 

NGN 네트워크 제공자와 련하여 어 리 이션/서비

스 지원 기능과 물리  데이터 달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4].

상기의 필요 기능들을 역할별로 묶어 서비스 제공을 

한 구축한 구성모델이 그림 2이다.  

그림 2. GHG 배출량 감시 서비스 기능을 고려한 
구축 모델

Fig. 2 Functional architecture with GHG emission 
monitoring service functions

그림 2에 제시된 구성에서 GHG 감시 서비스 제공

자와 GHG 인벤토리 제공자에 속한 기능들은 NGN과 

ANI/SNI를 통해 긴 하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 제안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기존

에 제시되었던 GHG 감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이다.

Ⅲ. 제안된 기능을 고려한 GHG 감시 

서비스 시나리오

앞 장에서 제시한 각 역할별 기능들을 용하여 이미 

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NGN을 통한 GHG 감시서비

스 시나리오[1]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다. 실제 구 을 

해 필요한 각 역할별로 정의된 기능들을 서비스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면, 이  시나리오에서 막연하게 제시되

었던 시나리오 차들이 [3]에서 제시된 경우와 같이 더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  NGN 단말에서 원격으로 NGN에 속하여 GHG 

인벤토리를 리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그림 3과 같은 서

비스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그림 3. GHG 인벤토리 리를 한 정보 흐름
Fig. 3 Information flow for the GHG inventory 

management

그림 3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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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리 요청

을 한다. (UNI 는 ANI/SNI 경유)

2.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

비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

를 시행한다.

3.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수락 신호

를 보낸다. 그 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

린다.

4. 사용자는 요청하는 GHG 인벤토리 임워크 정보

를 Data Aadaptation Function을 경유하여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낸다.

5. Data Analysis Function은 받은 GHG 인벤토리 임

워크 정보를 분석하여 인벤토리 DB에서 추가 인 

갱신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추가 인 갱신이 필요하

지 않으면 단계 10으로 넘어간다.

6. Data Analysis Function은 User Management Function으

로 추가 인 갱신이 필요함을 알린다.

7.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추가 인 

갱신이 필요함을 알린다.

8.사용자는 추가 인 갱신 정보를 Data Adaptation 

Function을 경유하여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

낸다.

9. Data Analysis Function은 사용자로부터 추가 인 

갱신 정보를 수집한다. 더 추가 인 갱신이 필요하

지 않으면 단계 10으로 넘어가고, 그 지 않으면 모

든 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단계 6으로 돌아

간다.

10. Data Analysis Function은 받은 임워크와 갱신 정

보를 용하여 GHG 인벤토리 DB를 갱신한다.

11. Data Analysis Function에서 GHG 인벤토리 갱신이 완

료되었음을 감지한다.

12. Data Analysis Function은 갱신이 완료되었음을 User 

Management Function에게 응답한다.

13. User Management Function은 갱신이 완료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이제 NGN 단말에서 원격으로 NGN에 속하여 GHG 

인벤토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그림 4와 같

은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그림 4. GHG 감시 정보의 사용자 제공을 한 
정보 흐름

Fig. 4 Information flow for provision of the GHG 
monitoring information to users

그림 4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GHG 감시 

데이터 요청을 한다.

2.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비

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를 

시행한다.

3.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수락 신호를 

보낸다. 그 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린다.

4.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GHG 감시 

데이터 요청을 한다.

5.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GHG 감시 

데이터 요청을 한다.

6.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비

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를 

시행한다.

7.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

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수락 신

호를 보낸다. 그 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린다.

8. 사용자는 GHG 감시 경계, 감시 기간 등 감시에 련

된 요청 정보 목록을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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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a Analysis Function은 받은 GHG 감시 정보 목록을 

분석한다.

10. Data Analysis Function은 GHG 인벤토리 DB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하며, 없으면 

단계 9로 넘어간다.

11. Data Analysis Function은 요청받은 정보 목록에 따라 

GHG 인벤토리 DB로부터 한 GHG 감시 정보를 

모은다.

12. Data Analysis Function은 User Management Function

으로 GHG 감시 정보 데이터를 달한다.

13. User Management Function은 비된 정보 ( 는 단계 

6 이후 처리 불가 응답)를 정보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보낸다.

GHG 인벤토리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는 GHG 

배출량 집계는 직  측정에 의한 직  GHG 배출량 측정

치와 여러 요소에 의한 간  GHG 배출량 감축을 합산하

여 이루어진다[2]. 이제 간  GHG 감축에 한 GHG 집

계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그림 5와 같은 서비스 시나

리오가 구성된다.

그림 5. 간  GHG 감소에 한 GHG 집계를 
한 정보 흐름

Fig. 5 Information flow for the GHG accounting 
for the indirect GHG reduction

그림 5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간  GHG 

배출 감소에 련된 변화의 보고에 해 허용해  것

을 요청한다.(UNI 는 ANI/SNI 경유)

2.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비

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를 

시행한다.

3.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수락 신호를 

보낸다. 그 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린

다.(UNI 는 ANI/SNI 경유)

4. 사용자는 설비의 신규 교체, 기사용량 감소 등 GHG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를 Data Analysis Function에게 

보고한다.(UNI 는 ANI/SNI 경유)

5. Data Analysis Function은 간  GHG 감소에 해 받은 

정보로부터 GHG 감소량을 계산하여 인벤토리 DB에 

추가할 정보를 결정한다.

6. Data Analysis Function은 인벤토리 DB 갱신을 요청하

고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인벤토리 DB는 갱신 후 Data Analysis Function에게 갱

신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앞에서 언 한 직  GHG 배출량 측정에 의한 GHG 

집계를 하는 경우에 해서는 그림 6과 같은 서비스 시

나리오가 구성된다.

그림 6. 직  GHG 배출에 한 GHG 집계를 
한 정보 흐름

Fig. 6 Information flow for the GHG accounting 
for the direct GHG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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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1. GHG 센서 네트워크의 일부인 Sensor Based Measuring 

Function에서 직  GHG 배출을 측정한다.

2. Sensor Based Measuring Function이 측정된 GHG 배출

량을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고한다.

3. Data Analysis Function은 받은 직  GHG 배출 데이터

로부터 GHG 감소량을 계산한다.

4. Data Analysis Function은 인벤토리 DB 갱신을 요청하

고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인벤토리 DB는 갱신 후 Data Analysis Function에게 갱

신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일반 으로 GHG 인벤토리는 각 기 별, 국가별로 

구축이 되어 매시간 계속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므

로 이러한 유동 인 상황에 해 사용자가 원할 때에 즉

각 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

는 주기마다 보고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요청하여 이루

어지는 두 가지 형태의 보고가 GHG 감시 서비스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주기  GHG 보고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그림 7과 같은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

성된다.

그림 7. 주기  GHG 보고를 한 정보 흐름
Fig. 7 Information flow for the periodic GHG reporting

그림 7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단말에서 사용자가 미리 정해둔 시 (연, 월, 

일)이 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주기  

GHG 보고를 요청한다.(UNI 는 ANI/SNI 경유)

2.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

비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를 시행한다.

3.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에게 수락 신호

를 보내고 보고 주기를 추 하기 한 타이머를 시작

한다. 그 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린

다.(UNI 는 ANI/SNI 경유)

4. 타이머가 경과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보

고할 시 임을 Data Analysis Function에 알려 주기  

보고에 필요한 동작을 시작한다.

5. Data Analysis Function은 GHG 인벤토리 DB로 정보

를 요청한다.

6. 인벤토리 DB는 요청한 GHG 감시 정보 데이터를 수

집한다.

7.인벤토리 DB는 수집된 GHG 감시 정보를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낸다.

8. Data Analysis Function은 받은 GHG 감시 정보로부터 

GHG 감축량을 결정한다.

9. Data Analysis Function은 생성된 보고를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보내고 타이머를 다시 개

시한다.

10. User Management Function은 비된 보고내용을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앞에서 언 한 사용자 요청 GHG 보고를 하는 경우에 

해서는 그림 8과 같은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그림 8. 사용자 요청 GHG 보고를 한 정보 흐름
Fig. 8 Information flow for the GHG reporting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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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 나타낸 시나리오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User Management Function으로 GHG 인벤

토리 배출 데이터 보고를 요청한다.

2.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사용자 요청에 해 서

비스 사용자 로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AAA 

차를 시행한다.

3. AAA 차의 결과로 서비스 용 상임이 확인되면 

User Management Function은 Data Analysis Function

이 인벤토리 DB에 요청된 GHG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하도록 요청한다.

4. Data Analysis Function은 한 요청을 인벤토리 DB

로 보내 사용자가 요청한 GHG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한다. 정보가 있으면 인벤토리 DB는 요청한 GHG 정

보를 수집한다.

5. 인벤토리 DB는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요청한 

GHG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알린다.

6. Data Analysis Function은 User Management Function

으로 요청한 GHG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알린다.

7. User Management Function은 정보 요청이 수락되어 

보고가 될 것임 는 요청한 정보가 없어서 보고가 

취소될 것임을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8. 인벤토리 DB는 수집된 GHG 감시 정보를 Data 

Analysis Function으로 보낸다.

9. Data Analysis Function은 GHG 감축량을 결정한다.

10. Data Analysis Function은 생성된 보고를 사용자에게 

보낸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GN 기능에 기반을 둔 GHG 

감시 서비스 시나리오는 재 ITU-T 표 화 회의에서 

표 화에 반 시키기 해 활동을 진행 에 있다. 제안

된 시나리오는 NG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요

구되는 역할별 요구사항들로부터 도출된 NGN 기능들

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용하기에 더 용이할 것

으로 기 되며 기존에 제시된 서비스 시나리오보다 더 

실제 구 에 근 해 있다. 재 기후 변화가 지구  

심사로 부각되고 있어서 로벌 인 라를 통한 GHG 감

시 서비스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 될 때 제안된 시나

리오는 이를 실화시키기 한 하나의 도구로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용을 한 향후의 연구개발이 기 된

다. 추가로 재 개발되고 있는 인벤토리 기술들의 추세

를 감안한 최신 정보를 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을 더 개선함으로써 더 효율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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