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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s)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서비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각종 인터넷 서버 등 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계, 구축, 
컨설팅, 실시간 감시와 성능 진단 등과 같은 유지보수 및 원격 관리 서비스 또
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기업의 경쟁력이 
정보통신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토
털 솔루션 개념인 MS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신규 통신 서비

스로 부각되고 있는 MSP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시장 규모 전망을 소개하고 통
신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소개한다. 

 
1. MSP 개요 
 
1.1 MSP 정의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s)란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빠른속도로 등장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한 통신 망의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망의 
운용관리 및 유지 보수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관
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기
업들을 대상으로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의 구축과 
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써, 통
신망을 구성하는 서비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각
종 장비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계, 구축, 
컨설팅 및 실시간 상태 감시 및 관리, 성능 진단 
및 관리 등과 같은 원격 관리를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혹은 사업자를 일컫는다. 
 

1.2 필요성 
고도로 복잡 다양해지는 전산 자원과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향상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자원 및 
서비스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를 담당해 주는 NI(Network 
Integration) 나 SI(System Integration)업체의 일회성 
애프터 서비스 형식의 관리에만 의존하기에는 이

미 e-business및 기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나 
시스템의 안정 및 성능에 관한 요구가 너무 크고 
방대해진 것이 사실이다. 네트워크의 장애나 기타

의 이유로 발생되는 서비스 장애들에 대한 방책

으로 각 기업들이 고가의 네트워크관리시스템

(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나 서비스관리

시스템(SMS : Service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도입해 자체 관리를 해왔지만 한정된 내부 인력

으로서 네트워크의 관리가 어렵고 관리 인력 또
한 구하기 힘들어,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리

를 전문 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기
업 고유의 사업에만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

이 요구된다[1,3,4].    
예를 들어 포털이나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

은 서버의 다운이나 보안상의 문제에 대한 투자 
보다는 질 높은 정보 제공과 고객의 서비스 향상

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훨씬 많은 예산과 인력

을 투입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MSP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와 서버 등 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계에서 구축, 유지보수, 
원격 관리, 컨설팅까지의 모든 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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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SP 대상 고객 
     MSP가 목표로 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
다. 
(1) 네트워크 등 전산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으며 

서비스 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일반기업  
(2) IT 인프라에 대한 핵심 역량은 있지만 관리 

및 운영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 
(3)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부가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IDC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한 ASP 

(4) IT 인프라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인 닷컴 업
체들 

 
2. MSP 서비스 관리 기술 동향 
 
2.1 MSP Association 

MSP Association은 MSP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결정된 회원사간의 비영리 단체로 MSP에 
대한 정의, MSP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요소 기술

에 대한 명세, 요소 기술 상호간의 연동에 필요한 
요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SP 
Association의 회원사는 주로 MSP 제품을 개발하

는 업체와 네트워크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제
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MSP 
Association은 관련 기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MSP
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며 요소 기술 상호간의 호
환성 문제 해결 및 표준화된 MSP 구현 API 정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MSP 참조모델 

현재 MSP Associa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MSP 서비스는 (그림 1)과 같은 참조모델에 바탕

을 두고 있다[2]. 참조모델은 크게 관리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층과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층,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
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계층간

의 연동 및 요소 기술간의 통합은 공개된 API를 
통해 구축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리데이터는 SNMP 등과 같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하거나 공통정보모델(CIM :  
Common Information Model)과 같이 표준화된 형태

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능형 에이전트와 같
은 데이터 수집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관리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 대해 의미를 갖
지 못하는 데이터로 MSP의 처리 과정을 통해 의
미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수
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되고 관
리 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Business Rule이 적용되

어 Security/Virus, Content/Config/CM(Change 
Manage-ment), Load Testing, Storage 중에서 해당되

는 처리블럭으로 전달된다. 보안 및 바이러스와 
같은 경보 정보는 적절한 분석을 통해 실시간 경
보의 형태로 제공된다. Content/Config/CM(Change 
Manage-ment)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 및 관리

되는 물리적 네트워크 요소의 설정 및 변경 내역

이 관리되는 블록으로서, 중요한 설정 및 변경 내
역은 실시간 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보고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Load 
Testing과 Storage는 사용자에 대해 실시간 또는 
주기적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이다. 각 기
능 블록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관리되며 Console/Portal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Console/Portal은 사용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요구를 
수신하는 계층이다. 

MSP Association은 (그림 1)의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MSP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로써 
포털(Portal), 자원계획(Capacity Planning), 컨텐츠관

리(Content Management),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측정-검증-진단(Measuring-Verifica-
tion-Troubleshoot), 보안 및 네트워크(Security and 
Networks), 스토리지관리(Storage Management)를 정
의하고 있다. 

포털(Portal)은 MSP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써 수집된 정보를 인지

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며, 웹이나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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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계획(Capacity Planning)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MSP의 구성요소

이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은 제한된 성능을 가지

기 때문에 최대한의 활용을 위해서는 usage rate, 
response time, processing rate, availability index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자원계획은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최적화된 활용 정보를 제
공하는 MSP 구성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컨텐츠관리(Content Management)는 사용자의 
정보 관리를 위한 MSP 구성요소이다. 예를 들어, 
정보를 입력, 저장할 수 있는 Web-based Publishing
이나 저장된 정보를 다양한 형식의 표현 또는 변
환할 수 있는 포맷관리(Format Management), 정보

의 버전 관리를 위한 수정 제어(Revision Control) 
및 정보검색 및 추출을 위한 인덱싱(Indexing) 등
이 이에 속한다.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관리 
대상의 각종 성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MSP 요
소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성능은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나 사용율 등의 기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MSP 요소기술로서 성능관리는 다양한 
척도의 성능 평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 관리 대상을 진단하고 성
능 저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을 갖도록 정의되어 있다. 
측정-검증-진단(Measuring-Verification-

Trouble-shoot)는 사용자의 IT 환경 향상을 위한 
기술이다. 사용자는 MSP가 제공하는 측정-검증-
진단을 통해 네트워크 및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측정

(Measurement)는 정확하고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
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의되었으며, 검증

(Verification)은 추출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

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진단

(Troubleshoot)은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
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보안 및 네트워크(Security and Networks)는 
사용자의 IT 환경에 대한 보안기능을 담당하는 
MSP 요소기술로 정의되어 있다. 관리 대상 범주

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바
이러스의 감염으로 부터 격리하고 침입 시도 등
을 검출하며, 안전한 통신 보장을 위한 보안도구

의 적용방안 등이 정의되어 있다. 
스토리지관리(Storage Management)는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정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MSP 

요소기술로 정의되어 있다. 
 

2.2 국외 업체 동향 
2000년 말까지 미국에 MSP사업을 위한 전

문업체가 50개 이상 설립되어 활동중이며, 최근 
미국의 Metromedia사가 설립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SiteSmith라는 MSP를 13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에 인수한 사실을 볼 때 MSP시장은 시장 전
문가들의 예측을 휠씬 뛰어넘는 고수익, 고성장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MSP Association에 속해있는 국외 업체들중 
MSP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은 
2ndWave Inc., Entuity, InetQ, iSharo, Luminate, 
ManageIT, McAfee.com, NCMX Inc., SilverBack, 
SiteLite Inc., SiteROCK, Storability, TriActive 등이 
있다.[3]. 

그리고 (그림 2)는 MSP 솔루션별 시장점유율

을 나타낸것으로서, 보안 솔류션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MSP의 솔루션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2.3 국내 업체 동향  
국내 NI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MSP 사업에 

뛰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그간 양적 성장을 계속

해오던 NI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렸기 때문

이다. On-the-net에 따르면 2000년 NI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25%정도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침체, 사이버 아파

트 시장의 부진,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안정적 성
장으로 인하여 2001년 시장 성장은 올해보다 낮
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하드웨어적 속성이 강한 NI 특성상 
진입 장벽이 낮아 2000년 한해 동안 150여개의 
새로운 업체가 NI분야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업체의 진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시장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NI 업체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특화할 수 있는 MSP 시장으로 진입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NI 업체중 
MSP 시장에 진입한 국내 업체들은 DataCraft, 
KDC 정보통신, 에스넷, 다솔테크놀로지, 아이월

드네트워킹, 콤텍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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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외 MSP 솔루션별 시장 점유율 (자료출처 : The Forrester Report) 

 
 
3. MSP 시장 전망 

 
3.1 국외 시장 전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TA 
Group은 2005년까지 MSP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트너 
그룹도 현재 9,000만 달러에 이르는 MSP 시장

이 2005년까지 32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성
장할 것으로 보고있다. <표 1>과 같이 IDC는 
2000년 전세계 MSP 시장 규모를 7천 8백만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64 % 고성

장을 거듭해 2004년에는 5억 2천 4백만 달러

로 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각각의 시장 규모의 예측이 이처럼 차이가 나
는 것은, MSP 시장이 아직 초기 시장이어서 
그 규모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

크 관련 하드웨어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 세계 MSP시장 성장 규모(자료출처 : META Group/ FAC/E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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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세계 MSP 시장의 매출 규모 및 성장률(자료출처: IDC, 2000.6)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평균성장율 

매출 78 156 250 374 524  

성장률 NA 100.0 60.3 49.6 40.1 61.0 

주1) 네트워크아웃소싱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72% 성장 할 것으로 예상 

 

 
3.2 국내 시장 전망 

현재 국내의 MSP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는 장치 유지보수 
업체들과 IDC, 통신망사업자, 그리고 회선임대

업체(Carrier)등이 있으며, 그들이 보유한 장치 
유지보수 기술과 망 운용 경험을 이용하여 네
트워크 관리에 대한 아웃소싱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SP 서비스 시장 규모는 매년 급성장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5년 3,5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MSP, 네트

워크 인력 공급, 외산 장비의 수리 사업, 네트

워크 감리 사업, 컨설팅 사업, 교육 사업 등이 
동반 성장 가능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
리와 운영의 문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대안 
및 설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한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관리의 비전문성, 인력 투입 및 
비용의 과다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IDC(Internet Data 
Center) 및 대형 통신 사업자들은 관리 서비스

를 전문화하고 이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이 바로 MSP 
서비스 이다.   

 

 <표 2>  MSP 서비스 시장 규모(출처 : IDC 2000.5) 

시장 규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시장(억원) 1 20 210 950 1,990 3,500 

 

4.  MSP 사업 모델 
 

MSP 사업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모델이 있다[4]. 
 
4.1  Full-Service MSP 

MSP관리 센터에서 네트워크와 서버 등 
기업의 IT 인프라에 대한 on-line 및 off-line관
리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로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설계에서 구축까지, 그
리고 원격 망 관리, 컨설팅까지 MSP 참조 모
델에 정의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
업 모델이다. (그림 4)에서 처럼 IDC 내에 있
는 고객뿐 아니라 자체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까지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소프트

웨어 및 시스템을 지원하며, 기존의 off-line상
에서 제공하던 장애조치 및 분석 등의 유지

보수 업무를 on-line 상에서도 제공하는 모델

이다. 
 

4.2  Single Function MSP 
(그림 5)에서  처럼 Full-Service MSP중 특

정 관리 분야에 대한 제한된 서비스를 대행

해 주는 사업이다. -어떤 영역의 서비스를 제
공하느냐에 따라 AMP(Application Management 
Provider), MMP(Monitoring Management 
Provider), SMP(System Management Provider)등
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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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ull Service MSP 모델 

 
 
 
 
 
 
 
 
 
 
 
 
 
 
 
 
 
 
 
 

(그림 5) Single Function MSP 모델 

 
4.3  Outfrastructure MSP 

(그림 6)과 같이 특정 ISP의 IDC와 같은 
자사 내에 위치한 네트워크와 서버 등에 대하

여 고객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

이다. 즉, IDC를 통해 Server hosting과 Co-
location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MSP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같은 사업 모델은 기존의 Server 
Hosting 및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 사업자가 기존의 고객들에게 MSP 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 형성에 용
이한 사업 모델이다. 

 
 
 
 
 
 
 
 
 
 
 
 
 
 
 
 
 
 
 

 
(그림 6) Outfrastructure MSP 모델 

 
4..4  MSP Enablers 

본 사업 모델은 MSP 관리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MSP 솔루션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7) MSP Enabler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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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사업자의 사업 모델 
 
통신사업자는 NI 업체이나 솔루션 개발 

업체에서 시작한 MSP 사업자에 비해 네트워크 
관리 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기술과 경험을 가
지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기존 IDC 고객

과 서비스 가입자는 MSP 사업의 중요한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사업자는 
상기의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서, NI나 솔루션 개
발 업체에서 MSP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
업에 대해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8)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IDC 고
객이나 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한 MSP 사
업 모델의 한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5.1 제안 모델 

 

성능 관리 서비스

구성 관리 서비스 고장 관리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고객 지원 서비스

NOC

MSP
Agents

IDC

MSP
Agents

기업/사설 망

... ...

MSP 고객(IDC 고객,일반기업 고객)

 
(그림 8) 통신사업자 MSP 사업 모델 

 
제안된 사업 모델은 Full-service MSP 모델을 

지향하며, IDC의 Hosting 서비스나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과 전용선 서비스 등
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대기업 혹은 공공 기관등의 사설망을 주 대상

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사설망의 경우, 
LAN과 같은 소규모 네트워크를 가진 소규모 
기업들은 MSP 서비스중의 극히 일부만을  필
요로 하거나 MSP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제안된 모델은 
IDC 및 기업 사설망을 주 대상으로하여 구성되

었다. 
  (그림 8)에서 처럼 MSP 서비스는 크게 

5가지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리고 MSP 에
이전트가 IDC나 가입자망에 설치되어 MSP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한다. 그리고 MSP 고객은 고객 지원 서비스

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받는다. 

  다음은 이들 5가지 서비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1) 성능관리 서비스 

(그림 9)와 같이 성능관리 서비스는 성능

관리 서버가 총괄하며,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성능관

리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성능관리 서
비스는 PC 서버나 Unix 서버와 같은 서버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성능과 관련된 시스

템 성능관리 기능과 서버에 대한 시간별 가
입자 접속율이나 평균 서비스 응답 시간, 접
속 폭주나 전용선 망의 트래픽 성능이나 고
객의 사설망 내의 트래픽 특성에 대한 수집/
분석과 관련된 네트워크 성능관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성능관리 서버는 이 두 관리 기능

에 의해 수집되는 성능 정보를 실시간 혹은 
on-demand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

터의 가공이나 저장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

다. 또한 고객 지원 시스템은 성능관리 서버

로부터 제공되는 성능 정보를 고객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각종 GUI 인터페이

스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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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리 서버

Storage
성능 관리

네트워크 성능
관리

서버 접속
관리

 트래픽 수집/분석

- 서버 CPU 부하율 
   수집
- 일별,월별 부하율 
   통계 제공
- CPU utilization 계산
- CPU upgrade 여부 
   판단
- Memory utilization

CPU
성능 관리

- DIsk 이용율 감시
- Disk 확장 여부 판단
- Disk 파일 정리 

시스템 성능
관리

- 사용자 접속율 관리 
- 사용자 접유율 관리 
- 시간별,일별 통계 자
   료 작성
- 서버 폭주 감시 및 
   보고
- Response Time 측정

- 고객 망의 트래픽 정
   보 수집 
- 트래픽 특성 분석 
- 망 증설 등의 망 재설 
  치를 위한 자료 제공
- 서버 접속 사용자의 
   특성 분석

- Web 기반 원격 접속
- 실시간 모니터링
- 성능 지료 그래픽 출력
- 분석 자료 검색 및 출력
- 보고 자료 출력 고객 지원 시스템

성능 관리 서비스

정보의 흐름

 
(그림 9) 성능관리 서비스 상세 구성도 

 
(2) 고장관리 서비스 

(그림 10)의 고장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상세 구성도에서와 같이 고장관리 
서비스는 고장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
능과 고장 신고를 접수하거나 고장을 감지

하고 이에 대한 원인 진단 및 복구를 위한 
HelpDesk 기능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장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종
합적인 분석 기능을 갖는다.   
   고객 지원 시스템은 고장에 대한 자가 
진단이나 조치 방법 등을 고객에게 제공함

으로서 보다 신속한 고장 복구 처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고장 관리 서버

HelpDesk

원격 시험 출장 서비스

- 시스템 down  정보 
   수집 및 보고
- 네트워크 장애 수집 
   및  보고
- 네트워크 장비 장애 
   정보 수집 및 보고

장애 정보 
수집 및 보고

- End-to-End 연결 
   시험
- 서버 response time 
   측정

- 원인 진단
- 시스템 수리 및  교체
-네트워크 장비수리
  및 교체

- Web 기반 원격 접속
- 실시간 장애 정보 출력
- 장애 정보 그래픽 출력
- 장애 정보 음성 출력
- 고장 신고 접수
- 고장 복구 알림
- 보고 자료 출력
- 자가 진단 방법 제시
- 장애 조치 방법 제공

- 장애 유형 분석
- 주요 장애 원인 분석
- 고장 진단
- 고장 복구

고객 지원 시스템

정보의 흐름

고장 관리 서비스

 
(그림 10) 고장관리 서비스 상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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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관리 서버

네트워크 
Provisioning

- 하드웨어 설치 및 
   유지 보수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소프트웨어 (OS등)
   설치 및 관리

시스템
Provisioning

- 네트워크 설계
- 망 장비(교환기,라우
   터 등) 설치 
-  라우팅 구성 및 관리
- 네트워크  topology 
   관리

- Web 기반 원격 접속
- 고객 시스템의 상세 구성 정  
   보 텍스트 및 그래픽 조회
- 고객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
   그래픽 조회
- 고객 네트워크의 특정 장치
   의 상세 구성 정보 조회
- 네트워크  topology map 제공
- 실행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 IP 조회
- 관리자 로그인 정보 제공
- 보고 자료 출력

- 하드웨어 설치 지시 
   및 구성 정보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 지시
   및 구성 정보 관리
- 네트워크 장치 설치
   지시 및  정보 관리
- 네트워크 회선 구성
   지시 및 정보 관리 

보안 관리

- Firewall 설치
- 바이러스 감시
- 데이터 복구
- NOC 보안 관리
- 관리자 로그 관리

서비스
Provisioning

- 단말기 설치 
- 프로토콜 install
- IP 할당
- S/W pakage 제공
- Contents 제공

-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설치 요  
  청 접수
- 준공 처리 현황 조회
- 서비스 가입 및 계통 접수  
- 계통 진행 현황 조회

고객 지원 시스템

정보의 흐름

구성 관리 서비스

 
 

(그림 11) 구성관리 서비스 상세 구성도 
 

(3) 구성관리 서비스 
(그림 11)과 같이 구성관리 서비스는 

구성관리 서버가 총괄하며, 고객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종 구성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구성관리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4가지의 세

부 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시스템 
provisioning 서비스는 PC 서버나 Unix 서버

와 같은 서버 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나 OS
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provisioning 서비스

는 기업 사설망의 설계나 구성을 대행하거

나, 망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

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provisioning 서비스는 
서비스 개통을 위한 단말기 설치나 프로토

콜의 인스톨, 다수의 고객이 공통으로 필요

로하는 대규모 응용 소프트웨어나 공통 컨
텐츠의 일괄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갖는다. 
끝으로 보안관리 서비스는 네트워크나 시스

템의 보안니아 바이러스 감시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그림 11)
에 언급하였다. 
 
(4)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는 MSP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고객의 애로 사항

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교류를 위한 서비스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나 서버 
구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나 관연 기술의 소
개 등과 같은 컨설팅 서비스와 고객들간의 정
보 교류를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시판이나 뉴스 서비스, 인
터넷 카페 등의 제공이 가능한 그룹웨어 서비

스 등이 예에 속한다.  
 

(5) 고객 지원 서비스 
고객 지원 서비스는 상기의 4가지 서비스

에 공통으로 관련된 서비스로서 4가지의 서비

스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객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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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서버

그룹웨어

- on-line 상당
- 출장 상담
-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원
- 서버 구축 기술 지원
- 전산 환경 구축 지원
- 문제 해결 지원
- Q&A

컨설팅

- Web 기반 원격 서비스
- 컨설팅 신청
- 질의 및 응답
- 유사 사례 검색
- 자료 검색

- FAQ
- 관련 기술 자료 구축
-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 
   스 구축
- 컨설팅 사례 소개
- 전문 검색기 제공

고객 지원 시스템

- 고객간 정보 교류
- 관련 분야 기술 소개
-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 게시판 제공
- 괸련 분야별 뉴스

정보의 흐름

전문가 서비스

 
 

(그림 12) 전문가 서비스 상세 구성도 
 

5. 결 론 
 
지금까지 MSP의 개념과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시장 규모에 대해 언급하였고, MSP 
사업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사업 모델은 대형 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 제
안된 것으로서 기술된 서비스들 보다 더 다양

한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의 고안이 바로 MSP 시장에

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MSP 사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MSP
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기술에 대한 상
당히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MSP 사업자가  MSP 사업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현하여야 할 기술 및 서비스 영역

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정의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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