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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자 및 유무선 통신망 가입자의 포화로 인해 통신 사업자의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산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triple play 서비스 등 통신ㆍ방송이 융합되는 killer application 발
굴에 주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 기술과 정보 기술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융합형 killer applicataion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Open API 기술에 대하여 개념
및 구조, 표준화, 그리고 국내외 개발 동향 등을 살펴본다.

I. 서 론

본 고에서는 통신 기술과 정보 기술의 통합을 통
해 새로운 융합형 killer applicataion의 개발을 가능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은 접근의 용이성과 무

하게 하는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Open API 기술에

료 사용 등이 그 폭발적인 증가의 촉매가 된 한편,

대하여 살펴본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

통신 산업은 접근의 폐쇄성과 기술의 고 난이도 및

에서는 통신 서비스 구조의 진화, III장에서는 Open

서비스 유료 사용 등으로 계속되는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자 국내외 통신 산업계는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망 사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통신망 인프라의 구축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멀티미
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패킷 기반의 통신망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합하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이 국
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1].
차세대 통신망의 특징 중의 하나는 표준화된 인

API 개념 및 구조, IV장에서는 Open API 기술 기반
의 사업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V장에서는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VI장에서는 Open API 개
발 및 시장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며, VII장에서는 국
내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VIII장에서는 Open API
기술의 기대 효과와 국내에서의 Open AP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대책을 제안한다.

II. 통신 서비스 구조의 진화
통신 서비스 구조의 진화는 벤더(vendor) 독립
성, 프로토콜 독립성, 네트워크 독립성을 확보하기

터페이스(Open API)의 도입을 통한 개방형 서비스

위해 (그림 1)과 같이 통신 서비스의 로직이 점차 통

구조이다[2]. 이러한 구조에서는 통신망의 기능을

신망의 외부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상화하여 API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통신망에

1980년대의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 로

독립적으로,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이 결합된 새로

직이 교환기 내에 위치하여 모든 부가 서비스가 교

운 융합형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환기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

된다.

보수가 교환기 벤더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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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nterprise Domain

Applications

Click-to-dial
Web Applications
2~3개월

Internet

응용 서버

Open API
Network
Independent
1990년대

080 Numbers
평생번호
1~2년

INAP

INAP
1980년대

Call Forwarding
Wake-up
>3년

Service Control Point
Open API
게이트웨이

MAP, CAP
MAP, CAP

Vendor
Independent
Fixed
Mobile

Switches

(그림 1) 통신 서비스 구조의 진화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III. Open API 개념 및 구조

에게 제공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
었었다.

Open API는 응용 서비스 계층과 통신망의 전달

1990년대에 이르러 통신망에 지능망의 개념이

망 계층 사이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도입되면서 보다 융통성 있는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

통신망의 기능들을 추상화시킨 인터페이스로서 이

해졌다. 서비스 로직이 교환기로부터 분리되어 서비

를 이용하여 통신망(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 데이

스 제어 서버(Service Control Point: SCP)에 위치

터 통신망, 방송망 등)의 구조 및 기술에 독립적으

함으로써 서비스 생성에서 도입, 상용화까지의 기간

로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080 착신과

다[2].

금 서비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카드 서비스, 개인

Open API를 통신망에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서

번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

비스의 개발을 단축할 수 있고, IT 개발 인력을 서비

다. 그러나 공중전화망, 이동통신망 등 각 통신망별

스 개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요에 맞추어

로 구축된 지능망에서의 서비스 개발은 통신망 사업

적기에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자 및 장비 제조업체만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

라,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서비

며, 동일한 서비스가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통신망

스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서

사업자별로 중복하여 개발되고 관리되는 문제점을

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가지게 되었다.

Open API를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망의 서비

1)에서와 같이 Open API 게이트웨이와 서비스를 수

스 계층을 통신망의 제어 및 전송 계층으로부터 분

행하는 응용 서버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리하고, 이들 간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Open API)

개발자들이 통신망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

를 도입하여 하부 통신망의 구조에 독립적으로 다양

된 API를 제공하며, API를 통신망의 프로토콜로 변

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Open API 구조

환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응용 서버는

가 차세대 통신망의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Open API를 이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

이다.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성 및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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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pen API 기술 도입 여부의 비교
Open API 도입 않을 경우

Open API 도입할 경우

특정 통신망 대상
(지능망 기반)

통신망과 독립적
(서비스 API 기반)

통신서비스 로직을 통신망과 분리

통신 프로토콜 기반

API 및 Script 기반

통신망의 지식이 없어도 서비스 개발 가능

불가능

가능

서비스 개발 패러다임
서비스 개발 방법
서비스 이식성
서비스 개발 시간

동일한 통신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수출 가능

1~2년

2~3개월

소수(통신 기술 전문가)

다수(+일반 IT 전문가)

IT와 CT의 결합

불가능

가능

융합형 서비스

불가능

가능

서비스 개인화

제한적 가능

가능

통신망 사업자

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개발자

사업 모델

Ubiquitous Network에서의 Context 기반
(Situation-aware) 서비스 가능
Win-Win하는 사업 모델 가능
통신 산업의 활성화 기대

망사업자

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표이다.

Open API
서비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Open API가 통신망에 적용되면, 인터넷 기반의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서비스 사업
가능
IT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통신
서비스 개발 가능
Ÿ 개별 기업에 특화된 통신 서비스
Ÿ 응용프로그램과 결합된 서비스
유무선/방송 통합 서비스

<표 1> 은 Open API 기술을 도입한 경우와 그렇

IV. Business 모델

비고

타 망사업자
응용서버
Open API

네트워크
서버

제3서비스 제공자

Signaling &
Control

시내 응용서버

다양한 응용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

데이터
베이스

해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그림 2) 참조).
통신망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모델을 서비스 제
공자에서 서비스 중개자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기
존의 통신망 사업자는 물리적인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을 VNO(Virtual
Network Operator) 또는 VMNO(Virtual Mobile
Network Operator) 등의 형태로 수용하고, 이들 서
비스 사업자들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창의적인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하게 되면,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익
을 얻을 수 있다. 즉, 차세대 통신망에서의 통신망 사

서비스
생성환경

유선ㆍ무선ㆍ방송 액세스망

Enterprise

(그림 2) Open API 서비스 제공 구조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신규 서비스
개발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발자의 경우, Open API를 이용하여 통
신 사업자 망에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
써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 개발에서 적
용까지의 기간을 20% 내로 단축시켜 사용자의 요
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 역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의 풍부한 콘텐

업자의 역할은 killer service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츠와 통신 기능을 결합한 창조적인 서비스 개발로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제 3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killer service 들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즉 killer enabling environment를 제공하는

V. 표준화 동향

것으로 사업 모델이 재정립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
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들을 적기에

Open API는 통신망의 기능을 추상화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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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CORBA 기반의 Parlay/OSA(Open Service

나뉘어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그림 3) 참조).

Access) API와 웹서비스 기반의 Parlay X API로

1998년 말부터 Parlay Group, ETSI, 3GPP에서
Parlay/OSA API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된 표준화 작

Parlay
Applications
Increasing
abstraction

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기관 외에 3GPP2에서도

Parlay X
Applications

Open API 인터페이스로서 Parlay/OSA API를 채택

Parlay X APIs

하였으며, PAM(Presence and Availability Mana-

Parlay X Gateway

gement) Forum, PayCircle 및 OMA(Open Mobile

Parlay/
OSA APIs

Alliance) 등에서도 Parlay Group과 공동으로 Open

Parlay Gateway

API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3].

Network Protocols
(e.g. SIP, INAP etc)
Network Elements

1. Parlay/OSA API
Parlay/OSA API 관련 최신 규격은 2003년 8월

(그림 3) Parlay/OSA API와 Parlay X API[3]
<표 2> Parlay/OSA API 버전별 기능[3]
특징

상세 기능

버전

특징

연도

1.0

호 제어, 연결 관리자, 프레임워크

PSTN 기능

3

1998

2.0

호 제어, 연결 관리자, 프레임워크, 메시징, 이동성, 공동 데이터와 IDL

PSTN에서 무선과 IP
로 영역 확장

6

1999

3.0

프레임워크, 호 제어, 사용자 인터랙션, 이동성 관리, 터미널특성, 데이터
세션 제어, 일반 메시징, 연결 관리자, 계정 관리, 콘텐츠 기반 과금
(charging)

M-Business로 영역
확대

10

2001

4.0

프레임워크, 호 제어, 사용자 인터랙션, 이동성 관리, 터미널 특성, 데이터
세션 제어, 일반 메시징, 연결 관리, 계정 관리, 콘텐츠 기반 과금, PAM
(Presence and Availability Management), 정책 관리

정책 관리, PAM 기능
추가

12

2003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연동 기능 보완

15

2004말
예정

5.0

6.0

프레임워크, 호 제어, 사용자 인터랙션, 이동성 관리, 터미널 특성,
데이터 세션 제어, 일반 메시징, 연결 관리, 계정 관리, 콘텐츠 기반 과금,
PAM 정책 관리,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사용자 데이터 관리
(user profile management), 정책 집행(policy enforcement)
Policy-enabling SCF, 프레임워크 기능으로 SLA와 AAA 기능 추가
예정

1Q

2002
2Q 3Q

4Q

1Q

3.1
Parlay

4.0

2003
2Q 3Q

4Q

2005 이후

1Q

2004
2Q 3Q

4Q

3.3
4.1
5.0

ETSI

1.1
2.0

2.1
3.0

3GPP
Release 4
Release 5
Release 6

4.3 No further changes accepted
5.0
5.1

5.2

5.3
6.0

(그림 4) Parlay/OSA API 표준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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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ay API 4.1(ETSI OSA Release 2.1, 3GPP

서 통신망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

OSA Release 5.1) 로 표준화 되어 있다.

적으로 통신망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IT 기반의

Parlay/OSA API 4.1은 14개의 규격으로 이루어

개발자들을 위해 CORBA 기반의 IDL로 정의된

지며, <표 2>와 같이 12개의 통신망 기능들이 UML

Parlay/OSA API들을 더욱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Unified Modeling Language) 기반의 인터페이스

XML 기반의 WSDL(Web Service Description

클래스와 메소드(method)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

Language)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Open API

2004년도 4사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Parlay/

인터페이스이다. 2003년 4월 V1.0(<표 3> 참조)을

OSA API 5.0 규격에는 MMS(Multimedia Mes-

시작으로 2004년 6월 V1.0.1 규격이 표준화 되었

saging Service), User Profile Management,

으며, 2004년 4사분기를 목표로 Parlay X API

Policy Enforcement SCF 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V2.0(<표 4> 참조) 규격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4)는 Parlay/OSA API 표준안 공동 작업을 수

Parlay X API 2.0 규격에는 V1.0.1의 8가지 통신

행하고 있는 Parlay 그룹, ETSI, 3GPP 간의 표준화

기능에 5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13가지의 통신 기능

일정이다.

이 정의되어 있다. 2004년 11월로 예정된 Parlay

2004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12차 Parlay 회의
에서는 Parlay/OSA API 6.0의 요구사항으로 문서

13차 회의에서는 Parlay X API 3.0의 요구 사항이
토의될 예정이다[3].

검색 및 변경, 멀티미디어 스트림 제어, 콘텐츠 관

(그림 5)는 제 3자가 Parlay X API를 이용하여

리, 서비스 브로커링 기능 등이 제안되었으며, Pol-

호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한 예로, 주식거래를 원

icy-enabling SCF 및 SLA와 AAA 기능들을 프레
임워크 기능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또한
MMS, Payment, 웹서비스 프레임워크 등의 분야에
OMA와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되었다.

하는 고객이 관심 있는 종목의 주가가 사전에 등록
한 임계치를 넘었을 경우에 그 고객과 증권 브로커
간의 전화 통화를 연결시키는 서비스이다. 일반 인
터넷 응용에서 Parlay X API인 makeACall(고객전
화번호, 브로커전화번호) 을 호출함으로써 고객과 브
로커 간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듯 간
단한 API만으로 인터넷 응용에서 통신망의 기능을

2. Parlay X API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점이 Parlay X API의 궁극적

Parlay X API는 웹서비스 기반의 인터넷 응용에

목적이다.

<표 3> Parlay X API V1.0[3]
SCF

APIs

Third Party Call

makeACall(), getCallInformation(), endCall(), cancelCallRequest()

Network Initiated
Third Party Call

handleBusy(), handleNotReachable(), handleNoAnswer(), handleCalledNumber(),
handleOffHook()
sendSms(), sendSmsLogo, sendSmsRingtone(), getSmsDeliveryStatus(), notifySmsReception(),
getReceivedSms()
sendMessage(), getMessagdDeliveryStatus(), getReceivedMessages(), getMessageURIs(),
getMessage(), notifyMessageReception()
chargeAmount(), refundAmount(), chargeVolume(), getAmount(), refundVolume(),
reserveAmount(), reserveAdditionalAmount(), chargeReservation(), releaseReservation(),
getAmount(), reserveVolume(), reserveAdditionalVolume(), chargeReservation(),
releaseReservation()

SMS
Multimedia Message

Payment
Account Management

getBalance(), getCrediExpiryDate(), balanceUpdate(), voucherUpdate(), getHistory()

User Status

getUserStatus()

Terminal Location

getLocation()

109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표 4> Parlay X API V2.0[3]
SCF

APIs

Third Party Call

makeACall(), getCallInformation(), endCall(), cancelCallRequest()

Call Notification
Short Messaging
Multimedia Message
Payment

HandleBusy(), HandleNotReachable(), HandleNoAnswer(), HandleCalledNumber(), HandleBusy(),
NotifyNotReachabel(), NotifyNoAnswer(), NotifyCalledNumber()
SendSms(), GetMessageDeliveryStatus(), GetReceivedMessages(), GetMessageURIs(),
GetMessage(), NotifyMessageReception()
sendMessage(), getMessagdDeliveryStatus(), getReceivedMessages(), getMessageURIs(),
getMessage(), notifyMessageReception()
chargeAmount(), refundAmount(), chargeVolume(), getAmount(), refundVolume(), reserveAmount(),
reserveAdditionalAmount(), chargeReservation(), releaseReservation(), getAmount(),
reserveVolume(), reserveAdditionalVolume(), chargeReservation(), releaseReservation()

Account Management

getBalance(), getCrediExpiryDate(), balanceUpdate(), voucherUpdate(), getHistory()

Terminal Status

GetStatus(), GetStatusForGroup(), StartNotification(), EndNotification(), StatusNotification(),
StatusError(), StatusEnd()

Terminal Location

GetLocation(), GetTerminalDistance(), GetLocationForGroup(), StartGeographicalNotfication(),
StarPeriodicNotification(), EndNotification(), LocationNotification(), LocationError(), LocationEnd()

Call Handling

SetRules(), SetRulesForGroup(), GetRules(), ClearRules()

Audio Call

PlayTextMessage(), PlayAudioMessage(), PlayVoiceXmlMessage(), GetMessageStatusEndMessage()

Multimedia
Conference

createConference(), getConferenceInfo(), endConference(), inviteParticipant(), disconnectParticipant(),
getParticipantInfo(), getParticipants(), addMediaForParticipant(), deleteMediaForParticipant()

Address List
Management

createGroup(), createGroup(), queryGroups(), setAccess(), queryAccess(), addMember(),
addMembers(), deleteMember(), deleteMembers(), queryMembers(), addGroupAttribute(),
deleteGroupAttibute(), queryGroupAttributes(), addGroupMemberAttribute(),
deleteGroupMemberAttribute(), queryGroupMemberAttributes(), addMemberAttribute(),
queryMemberAttributes(), deleteMemberAttribute()

Presence

subscribePresence(), getUserPresence(), startPresenceNotification(), endPresenceNotification(),
statusChanged(), statusEnd(), notifySubscription(), subscriptionEnded(), publish(),
getOpenSubscriptions(), updatdSubscriptionAuthorization(), getMyWatchers(),
getSubscribedAttributes(), blockSubscription()

Parlay X API
Enterprise
Network
AS

Stock Quotes
Web Service

1

2

User
Profile

..........
getStockQuotes()
........
Retrieve
UserProfile(user A,
user B)
...........
...........
makeACall(user A,
user B)

3

4, 6

Service
Broker
VoIP Network
SIP Proxy

Application
5

User A(Broker)

(그림 5) Parlay X API를 이용한 제 3자 호 연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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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ay X
Gateway

TPC
Web Service

7

User B(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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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Open API 개발 및 시장 동향

<표 6> Open API 게이트웨이 제품 현황[3]
회사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회의적으로 여겨졌던
Open API 기술은 해가 갈수록 다양한 제품들로 상
용화되고 있으며, 2004 년 5월 기준으로 <표 5>와
같이 Parlay/OSA API 관련 200여 개의 제품이 개

AePONA

Cause Way

Appium

EWay
XWay

Parlay/OSA Gateway
Parlay X Gateway

Argela

Argela IN

OSA/Parlay Gateway,
Parlay X Gateway

Ericsson

NRG(Network
Resource
Gateway)

Parlay X API와 Parlay/
OSA API 지원

Fujitsu

GeoServer

IMT-2000 mobile protocol
지원

Incomit

OSA Gateway

Parlay API V3.3 지원

Lucent

MiLife ISG

Parlay/OSA V4.1, Parlay
X API 지원

Marconi

AMG

Parlay API V3.2 지원

Oksijen

INOX-GW

Parlay API V3.0 지원

Redknee

Synaxis-2100

Mobile Network Gateway

Telcordia

OSP(Open
Service
Platform)

Parlay X 서버와 CORBA
기반의 Parlay/OSA 게이트
웨이

Herit

INIGate

Parlay API V4.1 지원

<표 5> Parlay/OSA API 관련 제품 개발 현황[3]
제품 종류

제품 수

Parlay/OSA Gateway

26

Parlay/OSA Application

70

Parlay-X Platforms

11

Application Server

20

Development Environment/SCE

12

Simulators and test tools

8

Specialised SCS

3

Developer Program

9

Analyst Reports

특징
NGN에서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

발되고 있고, 해마다 약 38%씩 제품이 증가하고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3].

제품 명

4

<표 7> Open API 응용 서버 제품 현황[3]

Other

20

Courses and Events

18

회사

201

AePONA

Causeway

Appium

Appium-TAS

Parlay API V2.1 지원

IBM

WS Server

Parlay X, Parlay/OSA 인터
페이스 제공

Incomit

Movade A.S.

Parlay API V3.2 지원

Infitel

Virtual Network InfiScript를 사용하여Parlay/
Server
OSA 지원

jNETx

jNETx Telecom
Parlay API V3.1 지원
A.S.

Total

1. Open API Gateway
<표 6>은 Open API 게이트웨이 개발 제품으로
현재 통신망에 적용되었거나 상용화된 제품 현황을
나타낸다.

2. Application Server
<표 7> 은 Open API를 지원하는 응용 서버 제품
현황이고, <표 8>은 Open API 응용 서비스 현황이다.

3. 서비스 사업자 현황
향후 통신망 사업자 간의 경쟁은 서비스의 가격

제품 명

Oksijen

INOX-AS
Telco
Personeta Application
Server
Smart Call
Solomio
Service
Platform
Canvas OSA
Telenity
Service Node
Telcordia

특징
NGN에서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

Parlay API V3.0 지원
Parlay API V3.0 지원

Parlay API V3.1 지원
Media Server 기능 제공

Application
Server

이 아니라 다른 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에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2001년 6월 터키의 이동통신망 사업자 TEL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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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Open API 응용 서비스 현황[3]
회사

애플리케이션

특징

AePONA

Call Manager

시간에 따라 incoming call의 라우팅을 제어

Appium

Unified
Messaging

Unified e-mail, voice-mail, fax 등의 저장기능을 제공하며 문자와 음성간의 media
conversion을 제공

Atsonic

sweetTraffic

실시간 교통 영상을 이동단말(mobile phone 또는 PDA)로 송신

Corebridge

MagicTel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우선 사항(preferences, priorities) 정보에 따라 e-mail, fax, voice
phone 등 여러 통신매체에 대한 single infrastructure 및 지능망 기반의 라우팅 기능 제공

Ecrio

Rich Instant
Messaging

무선망과 유선망을 이용한 instant messaging 서비스로 Yahoo, MSN, ICQ 등과 상호 연동

Ericsson

Prepaid
Application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고객의 선택에 따라 recharging의 시기와 방법 결정 가능

IBM

Agent Notification
Service

Parlay 기술에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 User의 location에 기반하여 voice, e-mail,
message, web 등을 통합한 다양한 notification 서비스를 제공

Lucent

iLocator

가족 또는 친구들이 특정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동단말에 그들의 위치에 대한
그래픽 지도 정보를 제공함

Oksijen

INOX-P
Prepaid

지불을 먼저 하고 지불된 금액만큼만 서비스를 이용
Fixed, Mobile, GPRS 등을 지원

Redknee

E-car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서비스

Solomio

Smart Call
Service

In-call, Connect call, Missed call, Home call, Office call

Telenity

Smart Alert

부재중 도착한 통화에 대해 발신번호를 관리, 가입자가 전화할 수 있을 때 통화할 수
있도록 통보해주는 서비스

Teltier

FreeCall

서비스 가입자가 벨 소리 대신에 광고 메시지를 들으면 무료 통화 제공

Phonepages

Phonepages
PECaBoo

착신자와의 호 연결 시 착신자의 홈 페이지가 발신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Net4Call

DigiPet

이동단말에서 애완용 동물 키우기 서비스

Infitel

Personal
Call Manager

사내 사용자 그룹 간의 통신, 연락처 정보, 개인 스케줄 및 선호 사항 등을 이용한 기업 내
호 관리 기능 제공

에 의해 처음으로 Open API 기술을 적용한 Prepaid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래, 유럽의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Open API가 도입되고

API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Parlay 기반의 Open API를 도입한 국내외
통신망 사업자의 현황은 <표 9>와 같다.

있거나 도입될 예정에 있다. 기존의 통신망 사업자
들은 지능망 서비스의 보완 및 진화 단계로써 Open

4. 개발 도구

API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규 통신망 사업자들은 다
양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초기부터 개방형

Open API의 개발을 촉진하며, 서비스 개발자들

서비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미국의

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자 프로그램도 통

SPRINT는 IBM 과 협력하여 기업 고객을 목표로 개

신망 사업자 및 통신 장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

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발자 프로그램에서는 Open

영국의 BT 등 통신 사업자들은 미래의 통신망에

API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 환경, 시험 장비 등을 제

서의 수익은 개인 중심의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공하며, 통신망에 대한 시뮬레이터 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

개발된 서비스가 통신망에 정합이 되는지를 검증할

해 서비스 사업자들이 통신망 기능을 이용하여 새로

수 있도록 한다. <표 10>은 Open API 개발 도구 현

운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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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외 통신망 사업자 현황[3]
통신망 사업자

발표일

게이트웨이

단계

Telecom Italia

2002. 2.

Aepona/Ericsson

Deployment

Telesim

2002. 2.

Oksijen

Commercial Deployment

BT

2002. 4.

Marconi

Contract to deploy in 2003

O2(Germany)

2002. 7.

Redknee

Commercial Deployment

KPN Carrier Services

2002. 10.

-

Deployment

Telia Skanova

2002. 11.

-

Deployment

Meteor Communications

2002. 11.

jNETx

Deployment

Hutchison CAT(Thailand)

2003. 4.

Kabira/Motorola

Deployment

Hutchison 3G Australia

2003. 5.

Ericsson

Commercial Deployment

Hutchison 3G Austria

2003. 5.

Ericsson

Deployment

Hutchison 3G Denmark

2003. 5.

Ericsson

Deployment

Hutchison 3G Italy

2003. 5.

Ericsson

Commercial Deployment

Hutchison 3G Sweden

2003. 5.

Ericsson

Commercial Deployment

Telmex

2003. 5.

Ericsson

Deployment

Mobifone

2003. 6.

Ericsson

Deployment

Korea Telecom

2003. 10.

Herit

Deployment

AT&T

2001. 5.

Ericsson

Trial

Telenor

2002. 2.

Net4Call

Trial(P1110, PATS)

mmO2

2002. 6.

(various)

Trial

Mobilkom Austria

2002. 6.

-

Trial

NTT

2002. 7.

-

Trial

Aviero(Portugal)

2002. 7.

Siemens/FOKUS

UMTS Trial(Opium)

Vodafone(Spain)

2002. 10.

Nortel

UMTS Trial(Opium)

Orange

2002. 12.

-

Trial

SmarTone

2002. 3.

-

Trial

Telefonica Moviles

2003. 5.

Lucent

Trial

Sprint

2003. 6.

Appium/Ericsson

Trial

Optimus

2003. 6.

AePONA, HP, jnetX, Schlumberger SEMA

Trial

Eircom

2003. 6.

AePONA

Trial(P1110)

Amena

2003. 6.

-

Trial

Singtel

2003. 7.

Ericsson

Trial

<표 10> Open API 개발 도구 현황[3]
회사
AePONA

개발 도구

특징

Causeway 3rd Party SW Development Kit

Causeway Parlay Client Proxy 기반의 Parlay 응용 개발 도구

Appium

Appium GBox

Parlay/OSA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 제공

Argela

Argela SCE

Multiple API를 위한 개발 도구

Ericsson

NRG SDK

SCE 제공

IBM

WebSphere Studio

Web 기반의 응용 개발 도구

Infitel

Infitel VNS, InfiScript Studio

Parlay/OSA 서비스 GUI 제작 도구

Lucent

MiLife SCE(Service Creation Environment)
Net4call Access, Rapid X, Call Simulator, Load
Generator

Parlay/OSA 서비스 생성 환경 제공

Net4Call

Parlay/OSA 서비스 개발 도구

Okisjen

INOX-GAS

INOX 응용 개발 도구

Telcordia

OSP SCE

S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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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기술은 미들웨어 관점에서 CORBA 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과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방

은 웹서비스 기반의 Open API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인 웹서비스 플랫폼 제품 현황을 나타낸다.

식으로 구분되며, 인터넷 기반의 응용 서비스의 개발,
제공 및 접근이 용이한 웹서비스 기반의 Open API

5. 시장 전망

인터페이스 기술로 전환해 가는 추세이다. <표 11>
전세계 통신 장비 시장은 (그림 6) 과 같이 2001

<표 11> 웹서비스 플랫폼 제품 현황
회사

개발 도구

년에 3,028억 달러였고, 2003년에는 2,594억 달러

특징

로 감소 추세이며 2007년에는 2,917억 달러로 거

IBM

Websphere AS

J2EE 기반

MS

.NET

.NET 프레임워크

BEA

WebLogic

J2EE 기반

티맥스소프트

제우스

K4M

eCross

J2EE 기반,
국내 제품

SUN

SunONE

J2EE 기반

통신 서비스 중 Open API 와 관련된 응용 서버

Oracle

Oracle 10g

J2EE 기반

와 게이트웨이 시장은 (그림 7)과 같이 현재 3억 달

의 정체된 것으로 예측되지만, 통신 서비스 시장은
2003년에 1조 422억 달러에서 2007년에 1조
2,887억 달러로 장비 시장의 4배 이상의 규모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Telecom Equipment

302,795

263,012

259,407

271,452

281,782

291,246

291,715

Total Telecom Services

904,911

967,471

1,042,200 1,102,963 1,163,112 1,223,664 1,288,780

(그림 6) 전세계 통신 서비스/장비 시장 예측[4]
(단위: 달러)
1,200,000,000
1,000,000,000
애플리케이션 서버

800,000,000

게이트웨이

600,000,000
400,000,000
200,000,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그림 7) Open API 장비 시장 전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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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준에서 2007년에는 11억 9천만 달러에 이를

6. 상호운용성 시험

것으로 전망되며, Open API를 적용한 통신사업자
는 현재 50개 미만에서 2007년에는 340개로 급격
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pen API 시스템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은
ETSI, MSF, FOKUS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ETSI가 주최하는 Open API 상호운용성 시험 행

유럽의 Open API 응용 서비스 시장은 (그림 8)
에서와 같이 현재 약 141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
에는 288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의
단위 Euro를 USD로 환산).

사는 Parlay/OSA API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장비들
간에 서비스의 호환성 및 연동성에 초점을 두어 시
행되고 있다[7]. 2003년 1차 행사에 이어 2004년
2차 시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중
에 3차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2003년 1차 행사에

(백만 유로)

는 IBM 등 17 개사가 참여하여 Parlay/OSA API

400

3.x 기반의 응용, 응용 서버, 게이트웨이, 시뮬레이

350
300

터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장비 간 상호운용성 시

250

험을 수행하였다.

200

<표 12> 2차 OSA/Parlay 상호운영 시험 행사[7]

150
100
50
0

IN
IN
OSN/Parlay
OSA/Parlay

2002

2004

152.5

262.2

237.7

0.5

174.8

356.5

Accenture, AePONA Ltd, Appium, BT Exact
Technologies, Ericsson AB, Fraunhofer FOKUS,
IBM, Ind-TeleSoft, Infitel International N.V., jNETx,
Net4Call AS., NTT, Oksijen Teknoloji, Open API
Solutions, Telecom Italia Lab, Telenity Incorporated,
Vodafone Spain(Airtel Movil, S.A.)

참
가
회
사

2006

제
품

(그림 8) 유럽의 Open API 시장 전망[6]

SCS

Framework

Application

User
Agent

Simulator

23%

27%

37%

3%

10%

Remote P-AS
(Apps)

Parlay SCEs
P-AS(Apps)
TAS

Parlay ASIGW
Simulators:

Parlay API

P-Server
(NETx)

SIP
(SER)

Mobile
Access
Router

P-Server
(OCS)
MGW

P-GTW
(CTI)

Internet
Backbone
(IPv4/v6)

Intranet(IPv4/v6)

UMTS

GPRS

WLAN
802.11b

Remote
Gateways
GSM

ISDN

(그림 9) Parlay/OSA Playground 구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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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에 시행된 2차 행사는 Parlay 그룹과

통신 부가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Open API 플랫

EU의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폼을 구축하고, 이심전심, 게릴라 투표 서비스 등

OPIUM(Open Platform for Integration of UMTS

Open API 시범 서비스를 2004년 상반기부터 제공

Middleware) 프로젝트에서 공동 주최하였으며, <표

하고 있다.

12>와 같이 Ericsson 등 17개사가 참석하였다[7].
차세대 VoIP 통신망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MSF는 MSF 구현 협약을 기반으로

SK 텔레콤은 2004년 하반기 예정으로 Open
API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개방형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였을 때의 상호운용성을 확
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2년 주기로 유럽/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차세
대 통신망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GMI(Global
MSF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를 추

2. 장비 제조업체
국내에서는 헤리트 및 유엔젤, 제너시스템즈, 필
링크 등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Parlay/OSA API 기

진하고 있다[8]. GMI 2004에서는 MSF 구현 협약

반의 게이트웨이 및 응용 서버 개발이 진행되고 있

release 2를 기반으로 하여 Parlay/OSA API 및

으며, 이들 제품은 SK 텔레콤 및 KT 통신망에 적용

Parlay X API를 적용한 click-to-connect 서비스,

되고 있다.

click-to-conference 서비스, GETS(Government
Emergency Telephone Service) 등의 응용 서비
스를 시험 시나리오에 포함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독일의 FOKUS(The Research
Institute for Open Communication Systems)는
차세대 개방형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3세대 이후의 이동망에서의 네트워크 구조, 서비스
구조 연구를 위해 시험망 구축 및 상호운용성 시험
을 시행하는 Parlay/OSA Playground 과제를 추진
하고 있다[9]. Parlay/OSA Playground 과제의 목
적은 미래 개방형 통신 시장에 대비하여 Parlay/
OSA API 기반의 개방형 통신 서비스 기술과 운용
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Parlay/OSA
Playground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3. ETRI 연구개발 현황
ETRI에서는 2004년부터 KT, 데이콤, LGT 등 3
개 통신망 사업자와 6개 장비 및 서비스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Open API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광대역통합망(BcN)에 대한 Open
API를 발굴하여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며, 유무선
통합 서비스 및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를 위한 웹
서비스 기반의 Open API 게이트웨이와 응용 서버
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물을 국제 상호
운용성 시험망에 적용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에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와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Open API 핵심 기술 개발 및
고급 인력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Open API 기술과 관련하여 MSF에 2건의 구현

VII. 국내 개발 현황
1. 통신 사업자
국내에서는 KT 및 SK 텔레콤 등 통신망 사업자
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기 위해 Open API 기반의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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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 GMI 2004를 위한 10여 건의 Open API 서
비스 시험 프로파일들을 기고하였고, QoS, MBMS
(Multimedia 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
분야 등 BcN의 기능들을 신규 API로 발굴하여 기
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04년 10월 현재 Parlay X API 2.0 기능을 제
공하는 웹서비스 기반의 Open API 게이트웨이 시
제품을 개발, MSF GMI 2004 에 참여하여 타 참여

융합형 통신 서비스를 위한 Open API 기술 동향

사의 장비들과 Open API 서비스를 위한 연동 시험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

을 수행하고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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