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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M Forum (TeleManagement Forum) [1, 2]은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와 운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 및 전략적인 지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 리적인 세계적인 조직으로 현재 
전세계 340개 이상의 통신서비스제공자, 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공급자, 소프트웨어공급자 및 
통신서비스 고객들로 구성된 회원들로 조직되어 
있다.    

TM Forum의 주요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통신망 및 서비스관리 구조인NGOSS (New 
Generation Operations Systems and Software)는 
Business and Operations Support Systems (BSS and 
OSS)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표준화된 OSS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NGOSS의 일환으로 TM Forum은 
여러 가지 산업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통합을 위한 
틀과 라이프사이클을 제공하고있다. 

NGOSS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eTOM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model 과 SID (Shared 
Information/Data) model, Architecture, Compliance가 
있다.  그림 1은 TM Forum Service Management 
Initiative인 NGOSS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TM Forum Service Management Initiative: 
NGOSS [출처: TM Forum] 

 
eTOM은 통신사업자나 서비스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범위를 
정의하고, 통신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과 공통적인 비즈니스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SID (Shared Information/Data) model은 NGOSS 
구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통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어휘, 정보/자료 정의 및 이들간의 
관계 정보를 제공한다. 

Compliance는 NGOSS Initiative에 부합하는 
OSS solution 이나 OSS product에 대한 적합성 
시험기준의 집합을 말하며, 아울러 NGOSS 적합성 
수준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러한 적합성 
수준들을 특정한 시험기준에 대응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KNOM Review, Vol. 7, No.2, December 2004 36

Architecture는 특정 기술에 독립적인 기술 
(예를 들면, 플랫폼) 중립적인 모델의 생성, 
비즈니스의 개발, eTOM, SID, Catalyst project들과 
연관한 시스템 및 정보/데이터 관점의 생성, 
프레임워크 서비스의 규격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SID와의 협동작업을 관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그러한 서비스들의 규격화된 UML 
모델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NGOSS Lifecycle은NGOSS 구성 요소들인  
eTOM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SID, NGOSS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프로세스 정의, 시스템 설계, 솔루션 구현, 그리고 
솔루션 설치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OSS 개발 방법을 말한다.  NGOSS 
Lifecycle를 이해하는 핵심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의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 솔루션 
모델링, 솔루션 구현 및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들이 라이프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라이프사이클은 비즈니스 
목표/비즈니스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솔류션 
설치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2는NGOSS Lifecycle을 나타낸다.  
NGOSS Lifecycle은 처음의 비즈니스 문제 
확인과정에서부터 실제의 해결방안을 실행하는 
단계까지의 전과정을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요소들인 
투명성과 추적의 용이성을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중앙 집중적인 정보저장의 개념이며, 이러한 
NGOSS Knowledge Base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류의 지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2]. 

- 기존의 회사 지식 정보: 비즈니스를 운 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관련된 정보 

- NGOSS 지식 정보: eTOM, SID, TNA를 
포함하는 NGOSS Technical Program에 정의된 
모형, 정보, 정책 및 프로세스 기술 관련 
정보 

- 공유 지식 정보: NGOSS와 회사에 공통적인 
지식 정보 

 
이러한 모든 부류의 정보는 매우 동적이며, 

NGOSS Lifecycle은 각 부류에 속하는 지식 정보의 
이동 및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그림 2.  NGOSS 라이프사이클  
[출처: TM Forum] 

 

그림3은 Business  System  Implementation  
Deployment의  NGOSS 사이클을 따라 정보의 
흐름을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NGOSS 라이프사이클 정보 흐름  

[출처: TM Forum] 
 

2. TeleManagement World 2004 
 
TeleManagement World 2004 [3, 4, 5]는 

미국캘리포니아의 롱 비치에서 TM Forum 의 주관 
하에 2004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롱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TeleManagement 
World는 TM Forum에서 해마다 미국과 유럽을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행사로서, 세계 유수의 
통신서비스 사업자, 장비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참여하여 최신 통신망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리기술을 토론하고, 새로운 
제품을 전시함은 물론 신기술 교육도 함께하는 
그야말로 통신관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적인 통신산업계 위주의 포럼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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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는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통신관리기술을 대학에 전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3년 여름부터 TM 
Forum Universities Program (TMF UP)을 조직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elemanagement World 2004 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Training Plus Courses 
- Catalyst Showcase 
- Keynote Speeches 
- The Summits 
- Concurrent Sessions 
- TeleManagement World Expo 

  
2.1 Training Plus Courses 

Training Plus Courses [6-13]에서는 
서비스제공자, 시스템통합업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통신산업계의 가장 최근의 
제품개발 현황과 발전 추세를 토의하기 위하여 
주로 참석한다.   주로 NGOSS, eTOM, SID를 
중심으로 제1일째인 10월 11일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반나절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연한 운 표준과 전략을 왜 
구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좋은 
자리 다. 다음과 같은 8개의 세션이 모두 
진행되었는데, 필자는 Introduction to the eTOM과 
Introduction to the SID의 2개 세션에 참석하 다.  
강사들은 대부분 통신산업계에서 15-2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노련한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며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 Introduction to NGOSS 

- Introduction to the eTOM 

- Introduction to the SID 

- OSS/J – Introduction to J2EE 

- Using NGOSS 

- Using the eTOM 

- Using the SID 

- Implementing NGOSS through OSS/J 
 
교육중 받은 받은 인상으로는 1995-2000년 

사이에 필자가 TM Forum의 전신인 NMF (Network 
Management Forum)의 World Ordering Team Technical 

Committee Member로서 활동하던 때와 비교하면 
그간 기술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TM Forum의 
NGOSS 개념을 기반으로 한 최신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TM 
Forum의 기술 규격 특히 eTOM 4.0이 2004년 5-6월 
ITU-T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른 데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고도 볼 수 도 있다.  현재는 
eTOM 4.5가 NGOSS 4.5의 일부로서 2004년 8월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업체들의 NGOSS 구현 
노력은 이와 아울러 다양하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업체간의 치열한 
생존경쟁도 한 몫을 하 다고 보겠다.     

ITU-T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eTOM 관련 
Recommendation으로는 2005년 2월 현재 다음의 
5개가 있다 [14-18].  

1. M.3050 Supplement 1 (05/04): Enhanced 
Telecommunications Operations Map (eTOM) - 
ITIL application note - Supplement 1 

2. M.3050 Supplement 2 (05/04): Enhanced 
Telecommunications Operations Map (eTOM) - 
Public B2B Business Operations Map (BOM) - 
Supplement 2 

3. M.3050 Supplement 3 (05/04): Enhanced 
Telecommunications Operations Map (eTOM) - 
eTOM to M.3400 mapping - Supplement 3 

4. M.3050.3 (06/04):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eTOM) - Representative process flows 

5. M.3050.4 (06/04):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eTOM) - B2B Integration: Using B2B 
Inter-enterprise integration with the eTOM 

 
2.2 Catalyst Showcase 

Catalyst Showcase 프로그램은 TM Forum의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불리는데 서비스제공자, 
시스템통합업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통되는 중요한 
통신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Catalyst 프로젝트들은 주요한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고 통합된 NGOSS 기반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제품 또는 
시제품들을 이용하고 있다.  각 Catalyst 
프로젝트는 OSS/BSS 문제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정의하는 하나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후원되는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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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젝트들은 NGOS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이용 가능한 COTS (Commercial Off The Shelf) 
제품들을 이용하며 각 회사 제품들에 부합하는 
호환성 있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Catalyst Showcase 는 
TeleManagement World Expo에서 10월 12-14의 
3일간에 걸쳐 시연 되었으며, 크게 다음의 4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 Customer Centric Service Assurance 
- NGOSS through XML – “Federating distributed 

customer data using SID and XML” 
- Monitoring NGOSS Performance with Business 

Activity Monitoring 

 
행사 진행 중 느낀 소감으로는 많은 

참석자들이 자사와 관련 있는 기술들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Catalyst Showcase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필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함을 엿볼 수 있었다.  

 
2.3 Keynote Speeches 

제 2일째에 진행된 프로그램 기조연설에서는 
TM Forum 회장인 Mr. Jim Warner와 의장인 Mr. 
Keith Willetts이 TM Forum의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하 다.  먼저 NGOSS를 중심으로 한 세계 
통신산업계의 구현 노력을 소개하고, eTOM 4.0이 
ITU-T 의 표준으로 최근 채택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통신산업계가 TM Forum의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 다. 

이어서 Sprint의 Network Services 부문 Vice 
President인 Ms. Kathryn A. Walker가 Strategies for a 
Converged World를 주제로 Sprint의 다년간에 걸친 
통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판매, 구현 및 관리를 
다른 경쟁기업 들과 차별화 시키기 위한 재공학 
노력에 대해 강연하 으며, Microsoft Corporation의 
Communications Sector 부문의Corporate Vice 
President인 Ms. Maria Martinez는 The Telco Evolution 
(not Revolution)을 주제로 통신산업계에서 말하는 
“digital convergence”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자사의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와 혁신 노력을 소개하 으며, 
마지막으로 Lucent Technologies의 Bell Labs 
Research and Advanced Technologies의 회장인 Dr. 
Jeffrey M. Jaffe가 Technology & OSS Innovations – 

Deliver the Future Communications Services를 주제로 
강연하 는데,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발전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의 향을 받고 있는 세계 통신산업계가 
어떻게 하면 기술 및 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래에 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강연하 다.   

기조연설은 거대한 세계 통신시장을 놓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4 The Summits 

The Summits는 제 2일째인 10월 12일 오후 

1:30-5:30에 열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통신산업계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반나절의 시간 동안에 통신산업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현안, 과금 문제, 

네트워크 운  문제, 시스템 구현 및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토론된다.  올해에 중점적으로 토의된 

문제들로는 다음 5가지가 있는데, 총 36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 The Billing Summit: 7개 
- The Executive Summit: 7개 
- The Hot Opportunities Summit: 7개 
- The Implementing NGOSS Summit: 7개 
- Operations Summit: 8개 
 
필자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있는 The Implementing NGOSS Summit에 
참여하 는데, 그 중 특히 다음의 2개의 주제가 
연구할 여지가 많은 분야로 인식되어 관심을 갖고 
경청하 다. 

- Enterprise Architecture & NGOSS: Implementing 
TM Forum Models in Real World to Drive 
Profitability 

- Enterprise Agility through Model Driven 
Architecture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TM Forum이 

개발한 모델들을 실제 상황에서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을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고, 두 번째 주제는 OMG 
(Object Management Group)의 MDA (Model 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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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에 어떻게 NGOSS와 결합하여 
통신서비스제공자 들이 기술투자에 대비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 다.       

 
2.5 Concurrent Sessions 

제3일째와 제4일째 오전까지 진행된 
Concurrent Sessions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각 분과별로 주제를 
정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로서 총 5개의 
트랙에 트랙 당 9개씩 총 4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대략 45분 내지 1시간으로 
구성되어 많은 내용이 30-45분 정도 발표되고 15-
20분 정도 질의/응답 및 토론에 이용되었다. 

- Billing and Customer Care Track: 9개 
- Business Strategies Track: 9개 
- Hot Opportunities Track: 9개 
- Implementing NGOSS Track: 9개 
- Operations Management: Networks, Services and 

Content Track: 9개 
 
필자는 Implementing NGOSS Track을 

중점적으로 참석하고 Business Strategies Track과 
Hot Opportunities Track을 필요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참석하 다.  필자가 Concurrent 
Sessions에 참석하여 받은 인상으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날로 복잡해지는 통신망관리기술 들이 점차 
통합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상호환성이 강조되어 세계의 통신사업자 들이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상호간의 기술적인 
협력관계가 보다 광범위하고 긴밀해졌다는 것이다.   

 
2.6 TeleManagement World Expo 

TeleManagement World Expo 프로그램은 
제2일째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속되었다.   모두 56개의 기업이 전시장을 
마련하고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장에 Wi-Fi 
Café와 Internet Café를 설치하여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56개 기업 중 Agilent 
Technologies, Microsoft 등을 비롯한 18개 기업이 
Catalyst Showcase에 참석하여 4개의 대규모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최근 개발한 
시스템들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7 TeleManagement Forum Universities 
Program (TMF UP) 

통신업계와 대학간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더욱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TMF UP은 2003년 7월 
31일에 TM Forum이 대학, 기타 학술관련단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21]. 

이 모임의 창설자인 일본 동경대학의 Dr. 
Makoto Yoshida가 4개의 ‘TMF UP Issues’를 
제시하 으며, 필자가 ITER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Education & Research Association) 
[19]를 회원들에게 소개하 다.  ITERA는 Murray 
State University가 주도하여 지난 2년간 개최해 온 
통신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학들 중심의 
학회를 재편하여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국제학회로 개최하고 미국의 
통신산업협회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논의가 지난 2004년 10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USTA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2004 [20]에서 
있었는데 필자는 그 모임 참석 후 곧바로 TM 
Forum에 참석하여 TMF UP 회원들에게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두 조직의 상호협력관계를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일본의 Dr. Makoto Yoshida가 제시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수 들이 너무 바쁜 관계로 
TeleManagement World 참석률이 낮으므로 
모든 회원 대학, TM Forum, 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가상 
협동공간을 이용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이 필요함 

- IM/NOMS와 TeleManagement World 
TMW를 프랑스Nice에서 2005년 5월에 
동시 개최 

- TM Forum을 이용한 연구비 조달 노력 

2. TM Forum이 회원 대학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아직 불분명하고 TM Forum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학 
교수들이 TM Forum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TM Forum은 
이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 회원 
대학들의 요구사항 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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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 
- 대학들이 교과운 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공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자료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교수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문제는 누가 어떤 자료를 형식과 
내용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연구 부문 

- Catalysts, Pre-Catalyst, Project Team와 같은 
것을 통하여 공동연구 기회 확보 

- 좋은 예로는 국 Univ. of Southampton의 
Open Source Project가 있음 

- TM Forum , IM/NOMS에 참석하는 
교수들과 ITERA 회원대학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계획 

- 어떻게 하면 TM Forum 의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계속 토론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함 

3. TM Forum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대학들로서는 불분명함 
- 웹사이트 이용 
- 대학들의 TM Forum 등록 지원 
- TM Forum의 webinar 이용 
- 미국 내외의 통신관련 학과 개설 대학 
및 연구/교육 담당 교수 실태 파악 

4. “Soft Assistance” 
- TM Forum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intermediating 및 portal functions 제공 
 

2.8 TM Forum Asia Pacific Committee  
TM Forum Asia Pacific Committee 는 2004년 

10월 14일에 개최되었는데, TM Forum의 회장인 Mr. 
Jim Warner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사업자 
들이 유대강화 및 공동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모임이었다.  필자는현재 미주 지역에속해있지만, 
위원회의 강력한 참석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견을 제시하 다. 

주요 토의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토의되었다. 
- AP Committee Report 

- Discussion on Asia-Pacific Events 

- Discussion on How to Increase Members 

일본과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망 및 서비스관리 분야는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그 향력이 TM Forum 
내에서 약화되어 있어서 일본의 주도하에 이를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통신업체 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특기할만한 사항 

 
이번 TeleMangement World 2004에서 몇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회원사의 대표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수집 정리하여 최대한으로 향후 TM Forum의 
원활한 운 에 반 하려고 하는 점 

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 및 
강의에 대해 평가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통신산업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고급 
강사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점 

세계적인 통신사업자 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자발적으로 TM Forum의 스탭으로 
참여하게 하여 TM Forum의 효율적 운 을 위한 
인력확보는 물론 주요 통신사업자 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있는 점 

개발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TM Forum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회원 수의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특히, TM 
Forum의 무료 webinar등을 통한 회원유치 노력) 

TMF UP을 통한 대학과의 산학연계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   

연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TM Forum의 
국제적 향력 강화 

개발한 기술의 교육, 문서화, CD 제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TM Forum의 건실한 
재정 운 을 꾀하고 있는 점 

거대해지는 조직의 효율적 운 을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Regional Forum을 
개최하여 조직의 분산화와 효율적 운 , 그리고 
TM Forum의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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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번 포럼을 통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는CO-OP (Co-operative Open OSS Project)으로 
Ericsson, Motorola, NEC, Nokia Networks 및 
Siemens가 mobile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s)의 구조, 시험, 검증 규격화 작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CO-OP의 목표는 여러 
벤더들의 장비로 구성된 이동통신네트워크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의 단순화에 있다.  
Lucent Technologies, Alcatel, Cisco System 등의 
회사들도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회사들의 세계통신시장 
시장점유율을 볼 때,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들이 
매우 유연한 운 , 저렴한 운 비, 빠른 
시장출하능력을 갖는 ‘Lean Operator’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내린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NGOSS 개념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CO-OP와 관련하여 논의된 주제로는NGN 
(Next Generation Networks)이 있는데, TM Forum은 
ITU-T 와 다른 기관들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NGN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TM Forum의MTNM (Multi-Technology 
Network Management), SID (Shared Information/Data) 
및 IP 관리 기술은 NGN의 OSS (Operation Support 
Systems) and BSS (Business Support Systems) 기술 
개발에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BSS에 있어 TM Forum은 이번 회의에서 
Revenue Assurance and Charging for Content 
프로그램을 새로 조직하고,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와 business benchmarks를 정의하기 위한 
계획을 TM Forum의 Lean Operations Program 중 
하나로 신설하여 시작하 다.  

이러한 KPI들을 이용하여 통신사업자 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쟁력을 경쟁 회사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전세계의 유수한 통신사업자 들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가 ‘Lean Operator’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유연한 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모든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하는 것이다.  KPI는 이 중 두 
번째 문제에 관한 답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문제는 2005년의 중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대두된 문제는 Open Source 

OSS로서 회의 내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몇몇 벤더는 Open Source OSS를 그들의 
제품전략으로 정하는 논의도 거론하 으며, Birds 
of Feather Session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 다. 이 문제는 2005년 5월 
16-19일 동안에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Catalyst 프로젝트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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