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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망 운용관리는 통신 매체인 통신망,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 

되는 서비스와 함께 통신산업의 3 개의 축을 구성하면서 통신망과 서비스를 운용관리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 하는데 필수 요소인 

장애처리 운용관리 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처리와 연관된 eTOM 의 

Process Elements 의 Role & Responsibilities 를 연구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Process Flow Diagram 그리고 장애처리 관련 시스템 구현시 필요한 주요 권고기능들을 

나열해 보았다. 여기서 나열된 주요 권고기능들은 ITU-T 의 M.3050 시리즈로 국제표준

으로 채택된 eTOM 을 기준으로 하고있는 것으로서 통신망 장애처리 운용관리의 

Guideline 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KT 의 장애처리 관련 Process 및 시

스템들을 조사 한 후 앞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용하여 KT 의 장애처리 관련 Process 및 
System 발전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Keywords: Fault Management, Operations and Management, NGN, NGOSS 
 

 
   1. 개요 

 
현재 전세계의 통신 시장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변화하고 있다. 시장 및 기술

적 변화 측면으로 보면 기존의 폐쇄적이고 부

분적이었던 환경들이 개방형 구조로, PSTN 망 

중심의 Circuit/Voice 망이 IP/Data 망으로, 그리

고 유선망과 같이 고정된 환경에서 무선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환경도 사업자 

중심에서 SLA(Service Level Agreement), 
QoS(Quality of Service)등과 같은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1].  

고객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 통신품질, 다양한 서비스 등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통신품질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 NGOSS 의 핵

심요소이자 ITU-T 의 M.3050 시리즈로 국제표

준으로 채택된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eTOM)을 활용하여 차세대 통신망 장애처리 

운영관리를 연구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안정

적이고 표준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다. 또한 빠르게 변

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적시에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KT 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장애처리 Process 및 시스

템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발전방향도 고려해 보

았다.  
NGOSS (Next Generation Operations Systems and 

Software)는 NGN 에서 적용되고 운용되는 

OSS(Operations Support System)를 총칭하는 용어

이다. NGN 이전의 기존 통신 서비스 및 장비

들도 OSS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NGOSS 는 기존 OSS 및 차

세대 OSS 들의 통합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NGOSS 는 아래의 그림 1 처럼 네 가지 핵

심 Frameworks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eTOM 은 Business Process Framework 이고 그림 

중간에 있는 SANRR 은 NGOSS Methodology 로

서 각각 Scope, Analyze, Normalize, Rationalize, 
Rectify 를 나타낸다.  

본 논문은 NGOSS 의 Business Process 
Framework 인 eTOM 을 활용하여 eTOM 의 세
부화된 Process Elements 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Process Flow Diagram 그리고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요 권고기능들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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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 가지 핵심 NGOSS Frameworks 
 

 

이 권고기능들은 통신망 장애처리 운용관리 
측면에서 업무 Processes 개선을 위한 중요한 
Guideline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KT 의 현 장애처리 운용관리 관련 
Process 및 System 들을 분석하였으며 앞에서 나
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

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이 될 통시망

운용관리의 정의 그리고 NGOSS 와 eTOM 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장애처리 Process 와 관련하여 

eTOM 의 세분화된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

요 권고기능을 도출하고 Process Element 들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Process Flow Diagram 을
그릴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KT 의 현 통신망 

장애처리 Process 및 System 들을 조사한 후 이

들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

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서 

이번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서 다루게 될 것이다.  
 
2. 배경 
 

이 장에서는 배경지식으로서 먼저 통신망 운

용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 

NGOSS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제 3

장에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될 eTOM 에 대해

서도 대략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통신

망 운용관리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1 통신맘 운용관리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통신망 운용관리

(Operations Management)는 통신망의 운용

(Operation), 관리(Administration), 유지보수

(Maintenance) 및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ing)에 관련된 제반활동을 지칭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신망 운용관리의 의미는 

통신망을 최대한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통제 프로세스로서 통신시설을 안정

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통신망의 가용자

원을 최대한 활용,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양질의 경영정보 제공

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

행하는 제반 활동을 운용관리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운용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컴퓨터시스템을 운용관리 시스템 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운용관리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고품질 유

지를 위한 일체의 대고객 서비스 활동이 고객 

중심의 운용관리 차후 고객 참여의 운용관리라

는 기본 틀 안에서 기능과 역할이 정의될 것이

다. 이와 맞물려, 운용관리의 역할은 고객의 

확보 및 유지, 경제적인 자원 운용관리, 신규 

서비스 개발 제공이라는 사업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됨에 따라 수익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적인 차원에서 운용관리를 수

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2 NGOSS 개요  
 

NGOSS 는 TM Forum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계에서 동의된 차세대 

OSS/BSS(Business Support System) 를 위한 비즈

니스 솔루션 프레임워크이다. NGOSS 는 비즈

니스에서 자동화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정의하

고 기존의 상용화 되어있는 기술과 툴,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시스템들 구현할 방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통합자, 

벤더들을 위한 가이드북에서는 비즈니스 

Process,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통합맵, 개발 

아키텍처, 문서, 모델, 레퍼런스 코드 레퍼지

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Catalyst Project 를 

통해 이론의 실제적용과 벤더들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고 있

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의 요구사

항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Plug & Play 적인 기존 Legacy 시스템과의 통합

을 이루어 적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NGOSS 의 핵심 구성 요소는 그림 1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4 가지 분야의 Frameworks 로 이

Business Process 
Framework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eTOM 

Application 
Framework 
Telecom  
Applications Map 
TAM 
 

Information 
Framework 
 
     Shared Information 
and     and Data Model 

SID 

   Systems 
Integration 
Framework 

Technology Neutral  
Architecture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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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으며 각각 eTOM, SID, TNA, TAM 이

라는 Tool 로서 지원된다. 또한 네 가지 핵심요

소에 더하여 NGOSS 는 SANRR 이라는 Iterative 
Life Cycle Development Methodology 를 정의하고 

있다.  

Business Process Framework 은 통신사업자의 

모든 주요 비즈니스 Process 들을 정의한다. 

Information Framework 은 서비스제공자의 모든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공통이 되는 

정보 모델이다. 이 Framework 의 목적은 OSS
의 서로 다른 부분을 구현하는 부서간, 업체간

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 함으로써 연동의 오

버헤드 또는 데이터들을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

거나 다른 것으로 같은 데이터로 오해하는 일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Systems Integration 
Framework 은 NGOSS 를 구현하고자 할 때 따

라야 할 컴퓨팅 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표준이

다. Applications Framework 은 Telecom 
Application 에 대한 Framework 를 제공한다. 이 
Framework 은 현재 TM Forum 내부에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NGOSS 
Methodology 은 그림 1 의 중심 부분에 있는 요

소로서 SANRR 은 각각 Scope, Analyze, 
Normalize, Rationalize, Rectify 를 나타낸다. 각 

단계는 NGOSS 관점에서 제시되는 솔루션들을 

분석, 설계,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NGOSS 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3]이나 

TM Forum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 eTOM 개요  
 

이번 장은 제 3 장에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

될 본 논문의 주요 툴인 eTOM 에 대해서 대략

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

은 [4], [5]를 참조하길 바란다. 
 

 

 

 

 
그림 2. eTOM Business Process Framework – Level 1 
Processes 

 

먼저 그림 2 는 eTOM Level 1 Framework 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Operations 는 서비

스 이행과 고장 접수와 Billing 등을 위한 비즈

니스 요소와 Flow 를 나타낸 것이다. 

Fulfillment, Assurance, Billing (FAB)는 Operations
영역의 핵심이며 Operations Support and 
Readiness 는 FAB 로부터 분리 되었고 수평방향

으로는 기능적 측면을, 수직 방향으로는 비즈

니스 측면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Strategy, 
Infrastructure & Product (SIP)에서는 이 

Operations 을 지원하기 위한 Infrastructure & 
Product lifecycle 관리와 전략에 관한 항목이 있

다. 본 논문의 관심분야는 Operations 에 해당하

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

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의 Operations 영역에 있는 Process 들

을 분석한 다음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3 이다. eTOM 에서 Processes 의 수립 및 세분

화는 여러 통신사업자들의 Processes 을 분석하

고 이들을 일반화할 수 Processes 로서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통신사업자들이 

Processes 관리를 위한 Guideline 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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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TOM Level 2 Processes 
 

 

이 Process 들 중 본 논문의 통신망 장애처리 

운용관리와 연관된 부분은 Assurance Process 와 
Service and Resource Management Operations 
Processes 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장애라 함은 Network Elements 의 Fault 나 

이들 사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상태로 정의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장에서 소개된 eTOM 을 

기반으로 하여 eTOM 의 Level 3 Process 
Elements 들에 대한 주요권고 기능 및 이 

Elements 사이의 Process Flow Diagram 을 그려 

봄으로서 장애처리 Process Guideline 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3. 장애처리 Process Guideline  
 

본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소개된 eTOM 의 

Assurance Process 부분 중 장애처리 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으로써 차세대 통신망 장애처리 운용관리의 

Guideline 을 세워보도록 한다.  

본 논문의 제 2 장 3 절에서 소개한 그림 3 

eTOM Level 2 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다

음 그림 4 의 eTOM Level 3 Process 들로 나타

내어 진다. 이 그림은 Assurance Process 와 
Service Management & Operations (SM&O) Process
와 Resource Management & Operations (RM&O) 
Process 가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참조를 원하면 [5]를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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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Report

 
그림 4. eTOM Level 3 Processes 

 

 

차세대 통신망 장애처리 Process Guideline 을 제

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eTOM 의 Level 3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Assurance Process
와 SM&O Process 와 RM&O Process 가 교차하

는 부분의 Process Elements 에 대해서 Process 
Flow Diagram 을 도출해 보았다. 이 작업은 각 

Process Elements 간의 연관관계와 업무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다. 

다음 그림 5, 6, 7, 8 은 이 결과물을 나타

낸 것으로서 네모박스에 들어있는 Process 
Elements 는 각각의 Processes 에 속한 요소들이

다. 타원으로 된 Process Elements 은 다른 
Processes 에 속한 요소이다. 그림들의 중앙에 
있는 타원인 SPR 과 RTR 은 각각 Service 
Problem Report 관리대장과 Resource Trouble 
Report 관리 대장을 나타낸다. 그림 5 의 업무흐

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Resource Trouble Management 에서 알려

주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경보수집 
및 분석 또한 필요한 경우 이정보를 타 
Process 에 통보 

2. 분석 결과를 적절한 장소에 저장 또한 

장애 신고 건에 대하여 타 Processes 에

서 분석요청 

3. Service Problem Report 를 생성하여 SPR
관리대장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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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Service Trouble Report

Diagnose Service Problem

Correct & Resolve Service Problem

Track & Manage 
Service Problem

Report Service Problem

Close Service Trouble Report

Survey & Analyze Service Problem

CRM,RM&O,S/PRM

분석요청

알람분석결과, 알람
레코드

Root cause 확인 요청

SPR
SPR생성

SPR 갱신(root cause 확인시)

수동복구 할당

Support Service Problem Management

대형장애에대한 임시조치 요
청

SPR open/모니터

초기시험결과추가, 
취소, 상태변경

Create Resource 
Trouble Report

RTR생성 요청

S/P Problem 
Report & 

Management
특정 자원에

대한 장애조치요청

SPR 상태변경모니터

Service Quality 
Management, 

Customer QoS/SLA
(Support Srvice

Problem Management
에 등록된 통보리스트)

SPR 변경사항통보

Service Problem Management

Service alarm 수집
SPR모니터, 완료처리

1

Resource Trouble 
Management

2

2

Problem Handling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알람 통보, 알
람레코드 변경사항 통보

1

확인시험, 상태변경(clear)

4
5

67

8
8

8

8

복구결과 갱신

9

10

11
12

12

3

  

그림 5. eTOM Level 3 Process Flow Diagram: Service Problem Management 
 

그림 6. eTOM Level 3 Process Flow Diagram: Service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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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TOM Level 3 Process Flow Diagram: Resource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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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 Management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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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eTOM Level 3 Process Flow Diagram: Resource Trou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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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성된 Service Problem Report 를 
Monitoring 

5. 초기시험결과를 SPR 관리대장에 추가, 

취소, 변경 

6. Service Problem 에 대한 근본 원인 확인 

요청 

7. 근본 원인 확인 후 SPR 갱신  

8. Resource Process 또는 협력사에 문제해

결 요청, 수동복구 요청, 임시조치 요

청 

9. SPR 관리대장에 복구결과 갱신 

10. 확인시험 및 상태 변경 

11. 완료처리 

12. 보고서 생성 및 타 Process 에 통보 

 

그림 6, 7, 8 도 그림 5 와 유사한 흐름으로 

설명된다. 그림 5, 6, 7, 8 을 완성 하여 업무

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각각의 Process Elements
에 대해서 주요 권고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과정은 eTOM 의 Level 3 에 해당하는 부

분의 Assurance Process 와 SM&O Process 와 

RM&O Process 가 교차하는 부분의 각 업무 영

역과 처리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시스템으로 구

현 시에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각 Process 별로 주요권고기능으로 도출 

하였다.  

표 1, 2, 3, 4 는 그림 4 의 각 Process 에 해

당하는 Process Element 들에 대한 주요 권고기

능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순서를 거쳐서 도출한 

결과이다. 
 

 
 

표 1. Service Problem Management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요 권고기능 

 
 

표 2. Service Quality Management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요 권고기능 

 

 

 
 

표 3. Resource Trouble Management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요 권고기능 

 

 

 
 

표 4. Resourc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Elements 에 대한 주요 권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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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나온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 장에

서는 KT 의 장애처리 운용관리 발전방향을 수

립해 보기로 한다.   
 

4. KT 장애처리 운용관리 Processes 및 
Systems 

 

이번 장에서는 KT 의 현 장애 처리 Process
및 이와 연관된 시스템들을 설명하고 제 3 장

에서 나온 결과를 참조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

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그림 9. KT 장애 감시 및 처리 프로세스 

 

그림 9 은 현재 KT 의 장애 감시 및 처리 
Process 를 나타낸다. KT 장애 통보 체계는 여러 

대의 Network Management System(NMS)들이 

Resource 계층에서 일어날수 있는 장애를 감시

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시 이 NMS 들이 

 

 

 

 

 

 

 

 

 

 

 

 

 

 

 

 

 

장애를 인지하고 원격으로 장애를 처리하든지 

현장출동을 통하여 장애를 처리한다. NMS 에

서 인지된 장애 중 일부는 서비스계층에 해당

하는 KT 시스템에(Netis) 통보되어 장애처리가 

일어난다. 이런 장애 감시 및 처리 과정을 담

당하고 있는 곳을 현재 KT 에서는 NSC 
(Network Service Center) 라고 한다. 고장신고에

(VOC) 의한 장애는 우선 서비스계층(NeOSS 
SA)에서 시험을 한 후 NMS 에 장애처리 요청

을 한다.  

표 5 은 그림 9의 KT NSC 각 분야별 주업무

와 사용시스템, 원격제어 현황 및 현장 출동케

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제 3 장의 그림 4

에 나온 Assurance Process 와 SM&O Process 와 

RM&O Process 가 교차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

다. 이 표와 앞 장의 결과를 토대로 현 KT 의 

장애처리 Process 를 다음 표 6 와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표 6 는 현재 KT OSS 의 

Assurance Process 와 SM&O Process 와 RM&O 
Process 가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상세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표 1~4 에서 도출

된 주요권고기능과 비교 평가한 후 KT 의 장애

처리 운용관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에서 보면 현 KT 장애처리 Process 는 

서비스장애 통보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RM&O Layer 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난다. 서비스 장애 통보체계의 개선을 위해

서 Resource 장애에 의해 야기되는 서비스장애 

 

 

 

 

 

 

 

 

 

 

 

 

 

 

 

 

 

 

 
표 5. KT NSC 분야별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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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KT 의 SM&O 에 해당하는 NeOSS-SA 에 

통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RM&O Layer 의 

기능 강화란 RM&O Layer 에 SM&O Layer, E2E 
Network Management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장애 통보체계 보완 필요 

 리소스장애에 의해 야기되는 서비스장애 정보

가 SM&O 에 통보될 필요가 있다 

 A/S 측면: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장애 원

인파악 및 신속한 응대 개선 필요 

 B/S 측면: 서비스장애에 대한 일원화된 고

객관리 필요 -> 중복 SMS 발생을 줄임 

RM&O layer 의 기능 강화 필요 

 SM&O layer 지원 체계 구축 

 SM&O layer 에서 Network Element 를 직접 

연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망과의 분리는 지

향해야 된다. 

 NMS 에서 정보수집 및 제어기능을 외부

에 제공해야 된다. 

 SM&O layer, E2E Network Management 지원 기

능 강화 

 통합 리소스 장애관리, SM&O layer 에 장

애 통보기능 제공 

 경보에 대한 1 차적인 필터링, 상관분석, 

중복성 판별 결과 제공 

 경보의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등 

 

표 6.  KT 의 장애처리 Process 현황 

 

이렇게 평가된 현재의 KT 통신망 장애처리 

Process 를 제 3 장 에서 연구된 eTOM 의 

Guideline 을 참조하여 다음 표 7 와 그림 10 에

서처럼 KT 통신망 장애처리 운용관리 발전방

향으로 나타낼수 있다.  

표 7 에 의하면 KT 장애처리 Process 의 추진 

방향은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Process Element 들은 분

리할 필요가 있다. 분리된 Process Element 들은 

하나의 통합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PE 들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RM&O 의 Process 들은 대부분의 Resource 관리

시스템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적용하고 있으

나, NMS 별 서버별로 기능 구현 

 RTR 생성/관리(추적, 조정, 현장수배), 

Resource 장애 통합분석기능 등의 통합관리 기

능 필요 

SM&O, RM&O 간의 Interaction 강화 

 Resource 장애가 야기하는 서비스장애 및 변

경사항 통보 필요 

 현재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서비스장애에 대한 신속한 응대, 문제추적 필

요 

현장관리(현장출동)체계 일원화 

 무인화 등을 고려한 현장관리 기능강화 필요 

 WM 을 통한 현장관리 체계 

 

표 7.  KT 의 장애처리 Process 추진 방향 

 

 

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SM&O 와 RM&O 간의 Interaction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그림 10. eTOM 의 SM&O, RM&O-Assurance 에  

해당하는 KT 의 장애처리 운용관리 발전방향 

 

Resource 장애가 야기하는 서비스 장애 및 변경

사항 통보, 서비스장애에 대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출동 체계를 일원화 할 필

요가 있다. 즉 무인화 등을 고려한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Workforce 
Management 을 통한 현장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은 표 7 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KT 의 장애처리 Process 와 eTOM 의 

SM&O, RM&O-Assurance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은 NGOSS 의 핵심 요소인 eTOM 의 

Assurance Process 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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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Process 와 SM&O Process 와 RM&O 
Process 가 교차하는 부분의 Process Element 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Process Flow Diagram
을 그려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

악하도록 했다. 또한 표 1~4 에서 보여준 것처

럼 Assurance Process 와 SM&O 와 RM&O Layers
가 교차하는 부분의 주요 권고기능을 도출함으

로써 장애처리 운용관리 측면에서 업무 
Processes 개선을 위한 중요한 Guideline 으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 에서 제시된 Guideline 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KT 에서 운용중인 장애처

리 Process 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시스템은 

Guideline 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소들을 포함

하고 있지만 서비스장애 통보체계가 좀 더 개

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RM&O Layer 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안하

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KT 장애처리 

Process 의 운영관리 방안을 크게 3 가지로 나누

어 보았다. 첫째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Process Element 들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SM&O, RM&O 간의 Interaction 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출동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

팀은 유무선 통합환경 등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통신망 

장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계속적으

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된 시스템의 

실제 적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성 분석

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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