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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력통신설비에 대한 성능 및 장애 관리를 위하여 설비 종류별로 NMS 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관

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솔루션 도입 및 관리 방법이 달라 상호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

력통신설비의 성능 및 장애관리를 위한 NMS 와 설비 현황관리, 이력관리, 장애  보고 등의 유지

보수 관련 전산설비가 상호 연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표준화된 업무 수

행이 가능한 전력통신망 종합 관리체계(TMN)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력통신망 종합

관리체계(TMN)의 구축을 위해 프로세스, 기술, 조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모델링 접근이 필요하

다. 기능중심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서비스 수준 관리(SLM)가 가능한 서비스 중심 업무처리 프로

세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통합관리를 위한 웹 Portal 로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직은 

서비스중심의 조직목표와 각 구성원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SLM』을 적용한 프로세스, 기술, 조직 개선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력통신망 종합관리체

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전력통신망의 차세대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선진 SLM(Service Level Management)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표준업무처리 절차

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방안 

및 각종 설비의 연계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개념도입을 통해서 표준업무처리 절

차수립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TMN 개념도입의 주요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NMS/SMS 현황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 현행 NMS/SMS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도출  

- 관리시스템별 장애/성능관리 Event 유형 

및 코드분석  

- 장애보고 및 운영지원 업무처리절차 분석  

- NMS/SMS 기술발전추이 및 국내외 운영현

황 분석  

 

○ SLM 기술 접목을 위한 표준 업무코드 제작  

- 선진 SLM 분야의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관리 시스템의 표준코드체계 구축  

  - 사전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별 가용

성 분석  

 

○ 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계항목 설정 및 

DB 체계 구축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NMS/SMS 등

의 관리 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고(AS-IS 분석)자 한다. 선진 SLM

분야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TMN 표준업무처

리절차 수립 및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

/성능 분석 시스템 설계(TO-BE), 다수의 NMS 

및 업무용 전산설비와의 연계방안 및 연계기술 

정립을 위한 방법론과 기술지원 조직간의 역할

과 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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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LA 및 SLM 소개  
 

2.1 IT 서비스 관리  

IT 서비스 관리는 IT 인프라 지원자로서의 

개별 IT 구성요소 관리 및 IT 운영 관리 영역

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최상의 업무처리에 

근거한 IT 서비스 관리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

며,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비즈

니스 서비스 관리 영역으로 IT 의 지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현재 Gartner 사의 발표에 의하면, 

Enterprise 급 규모의 기업에 구축된 NSM 

(Network & System Management) 시스템의 

성공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30%를 넘지 못한다

고 한다[1]. 이는 제품구입과 동시에 적절한 

구축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NSM 시스템 구

축 전 반드시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의 

정립이 없이 구축한 경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Gartner 사는 지적하고 있다.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

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NSM 시스템을 구축하

려는 시도는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T 인프라의 표준화 및 통합화로 관리의 복잡

함을 감소하고, 최우선적으로 IT 관리 프로세

스를 정립하며,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 정의 

및 측정방안, 그리고 서비스 관리 툴을 도입 

및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IT 서비스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1,2].  
 

2.2 SLA(Service Lever Agreement)  

SLA(Service Level Agreement)란 서비스 제공자

와 고객간에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
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이다. 
SLA 에서는 만약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달되거

나 주기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
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대가 중 일부를 협약에 
기준하여 배상한다. 
그림 1 의 SLA 관리 개념에서와 같이 SLA 의 
형식은 크게 서비스와 관리의 2 가지로 구성된

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며, 관리 부분에서는 
서비스 성과의 측정/보고 방법, 분쟁시 처리 절
차, 계약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한다
[1,3].  
 

 
<그림 1> SLA 관리 개념 

 

2.3 SLM(Service Level Management)  

  SLM(Service Level Management)은 SLA 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관리목표 항목인 SLO 

(Service Level Objective)와 측정방법 및 벌칙

조항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포함되어 있다[1,4].  

SLM 은 IT 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에 정의된 표

준서비스 수치 내에서 고객의 특정 서비스 수

준을 정의, 협의, 레포트 및 조정하는 것을 말

한다. IT 서비스 관리 업무의 핵심 부분으로써, 

모든 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SLM 프로세

스를 통해서 정의 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관

련된 IT 서비스 관리 업무가 진행 되며. 또한 

IT 의 고객인 각 부서 및 사용자를 위한 서비

스 창구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2.4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IT 서비스 관리부문에서의 우수 실행사례는 

영국 정부의 CCTA(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Agency, 현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가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의 그 초기 요소들을 

발표했던 1989 년 이래 계속 진전되어 왔다.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업무처리는 OGC 와 

영국표준기관(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

이 제시한 통합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

용되어지고 있는 모델이다. 글로벌 대기업 

10,000 개 업체 이상이 적용하고 있다.  

 ITIL 의 핵심으로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과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으

로 구성된다.[5] 

서비스지원에는 서비스데스크, 인시던트관리, 

문제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스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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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서비스 제공에는 서비스 수준관리, IT

서비스를 위한 재무관리, 용량관리,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가용성 관리가 있다[6]. 

 

3. 전력통신망 현황분석  
 

3.1 경영환경 분석  

한전의 경영목표 및 비전에 IT 서비스 관리

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전력의 경제적 

수송 및 효율제고 및 서비스 혁신을 부문별 중

점과제로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

다. 또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객존중 및 

수익중시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새로운 가치

를 창조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영목표

에 전력통신 설비관리 부문에서의 조직의 인식 

및 활동은 어떠한가를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전략, 

IT 관리 프로세스, IT 인프라가 핵심전략 요소 

축으로 반드시 정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의 전력통신설비의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프로세스 또한 잘 

정비 되어 있지 않다. 그 예로, NMS 시스템과 

운영 지원시스템 간 연계기능이 미흡하여 체계

적인 관리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전

력통신설비의 NMS 와 설비 현황관리, 계통관

리, 장애보고 등의 유지보수 관련 전산설비가 

이원화되어 운영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통합 및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7]. 

 

3.2 IT 인프라 관리 현황  

 
3.2.1 규정 및 지침  

효율적인 IT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운

용절차가 필요하다. 장애관리절차, 운영관리절

차, 보안관리절차, 업무절차, 헬프데스크 관리

절차, 유지보수 관리절차 등이 포함된다.  

 

3.2.2 NMS/SMS 현황  

현재 운영중인 TRMS (Telecommunication Remote 

Management System), NAS(Network & System) 

Cent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NMS,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NMS, PSM-

9000, CSD,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은 각각 NMS 및 부분적인 

SMS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접수 및 현

황 관리를 위해서는 계통관리 및 SCADA 

TM(Technical Management)이 있다. 또한 설

비의 구성관리를 위해 통합 설비현황관리 시스

템이 운영 중에 있다.  
 

3.2.3 IT 인프라 관리 현황  

ITIL 의 서비스제공(Service Delivery)및 서비

스 지원(Service Support) 측면에서의 전력통

신설비 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보면, 

각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수준관리는 미흡하다. 

특히, 서비스 지원부문에서의 이벤트 발생시 

처리 형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 되어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의 축적이 불가능 한 상

황이다.  

 

3.2.4 개선방안  

 전력통신설비관리 업무가 기능 중심의 독립적

인 프로세스로 운영되어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

고 있어 이를 최상의 업무처리 기반의 프로세

스를 도입 적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서

비스관리 체계 향상과 조직의 서비스 관리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지원 

 

○ 분산된 관리의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화  

 각 전력관리처 별로 이루어지는 인시던트, 변

경, 구성 등의 관리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성과 측정, 통합 리포팅 생성에  

활용  

 

○ 명확하지 않은 프로세스의 정립 및 시스템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문제관리를 정립할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필요  

 

2) 통합 관리 플랫폼 

  

○ 일원화된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의 활성화    

관리 대상 전력통신설비의  중앙관제 구성  

 

○ 자동화된 리포트 생성  

전력통신설비의 가용성/성능을 보여주는 리포

트의 자동 생성 

  

3) 자료 수집 

 

○ 장애처리의 자동화  

운용자에 의한 장애감지를 최소화 하고, 로그

용도로만 활용되는 이벤트를 자동화된 장애처

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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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의와 인원 확보가 필요 

 

○ 통합관리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수집 영

역의 확대 
 

4. TMN 구축전략  
전력통신망 종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목

표는 전력통신설비관리 업무의 비지니스화를 

통한 기업내의 가치극대화에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중심의 프로세스관리를 위한 서비스지표 

개발 및 모든 장애 데이터를 분석 및 대응을 

통해 무장애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은 WEB 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

한 전략적 조직화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4.2 시스템 아키텍쳐  
4.2.1 시스템 구성도  

전력통신망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개별 NMS 시스

템에서 필요한 이벤트 정보, 구성정보, 변경정

보 등을 취합하여 업무지원설비와의 연계를 통

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안 확립이 필요

하다[8]. 

 
 

<그림 2> TMN 시스템 구성 
 

4.2.2 S/W 플랫폼  

한전의 TMN 플랫폼은 ITIL 에서 권고하는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지원

(Ser-vice Support), 서비스제공(Service 

Delivery)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력통신설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모니터링 모듈, 데이터 

수집을 위한 Data Collection 및 보고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전자결재 연동기능과, 분

석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

축 모듈로 구성하였다  
 

4.2.3 웹 Portal  

TMN 의 S/W 플랫폼 적용에 있어서 전력통

신설비 서비스 관리 입구로 구축하여, 설비 운

영에 관한 정보를 지식화하고 검색 기능을 통

해 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접근 제약을 없

앤다. 또한 각 계층에 맞춘 정보 및 보고서의 

제공을 통해 다수의 NMS 로 운영되는 관리 시

스템을 통합하여 전력통신설비 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  
 

4.3 SLM 적용방안  

TMN 구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

무에 대해 SLA/SLM 을 적용한다. 또한 내부의 

본사조직, 중앙통제소 및 지사간의 서비스에 

대한 수준관리에도 적용한다. 업무의 처리는 

SLA 운영▶보고▶평가▶개선 활동의 Life 

Cycle 형태로 순환하게 되므로, 서비스수준 보

고는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여 R&R 조직도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보고주기에 따라 보고하며 

서비스 평가 및 통제 시에 SLA 재조정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5. To-Be 모델  
5.1 기능구성  

전력통신망 종합관리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기

능 구성으로 그림 3 과 같이 시스템 공동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통합운영 관리, 통합 모니터

링, 장애 성능 수집, 시스템 연동 기능으로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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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MN 기능 구성도 

 

5.2 표준업무절차 정의  
5.2.1 운영관리 프로세스  

 한전 전력통신망 서비스에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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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을 담당하며 End-to-End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모든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자동화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5.2.2 접수/이벤트관리 프로세스  

전력통신망에서 발생되는 장애를 다루기 위

해 초기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로써 전력관리처/

지사 관리자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접수/이벤트관리의 1 차 목표는 가능한 한 신속

하게 발생된 장애를 한국전력 통신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복구하는 것이다.  
 

5.2.3 문제관리 프로세스  

  알려진 실수를 관리하기 위한 초기 프로세스

로써 문제(Problem)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권고한다. 문제관리의 1 차 목표는 근본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수의 장애는 하나의 문제

(Problem)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2.4 변경관리 프로세스  

변경관리는 컴퓨팅환경의 전력통신망 서비스에 관련 

되는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과 안프라스트럭쳐의 

오브젝트에 대한 변경 요청시 최초 요청 자료 

부터 개발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이다.  

 

5.2.5 구성관리 프로세스  

구성관리는 정보와 기술 인프라 내에 오브젝

트의 "상태(Status)" 문서이며 이는 오브젝트와 

연관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특히 변경관리, 

운영관리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5.3 데이터 모델링  

전력통신망 TMN 개념의 데이터 모델링은 장애

/성능관리, 접수/이벤트관리, 문제관리, 변경관

리, 구성관리 분야로 나누어진다. 

장애/성능관리 데이터 모델링은 각 NMS 의 장

애/성능 데이터를 공통으로 취합하며, 향후 확

장까지 고려하는 표준안으로 구성되었다. 

접수이벤트 관리 데이터 모델링은 현재 한전

에서 운영중인 TM(Technical Management)의 

기능을 통합 수용하는 차원에서 접수이벤트 관

리를 모델링 하였으며, 이벤트관리에서 해결되

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근본원인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관리차원의 데이터 모델링, 개

별 NMS 시스템에 대한 구성변경 및 수정에 대

하여 변경관리 모델링을 구축하였고, 시스템의 

구성내역에 대한 구성관리 모델링을 수행하여 

제시하였다 

 

5.4 TMN 측정지표 및 SLA 지표 
5.4.1 TMN 측정 지표  

NMS 별 TMN 구축을 위한 측정지표는 표 

1 과 같이 서비스 등급에 따라 GOLD, SILVER, 

BRONZ 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영역 
서비스 항목 측정지표 서비스 등급

전력통신설비  

(TRMS/SCAD

A/ 

데이터통신망/

광단국/ATM/P

ITR/DAS/AMR

/TRS) 

통신설비 가동율 

시간내 

장애조치율(고장처리지연)

통신설비 변경 및 

증감내역 

통신설비별 

장애건수(누적고장횟수) 

통신설비별 

다운타임(누적고장시간) 

설비신뢰도, 회선신뢰도 

Gold 

(신뢰도 : 

99.9% 

, 8.8h/year)

하드웨어(H/W)

시스템 가동율 

백업준수율 

장애처리율 

시스템 장애건수 

장애처리절차 준수율 

월별 디스크 사용현황 

Gold 

(신뢰도 : 

99.9% 

, 8.8h/year)

네트워크(N/W)

회선 장애율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가용성 

네트워크 가동율 

네트워크 문제해결 준수율

Silver 

(신뢰도 : 

99% 

, 14.4m/day)

전력운전

자동화설

비/ 

전력계통

보호설비

문의/접수/처리

(Knowledge 

Base) 

자동 장애 접수 처리율 

유형별/업무별 처리건 수 

Knowledge  Base 

증가율 

(설비별 증가 건수) 

Bronze 

(신뢰도 : 

95%) 

<표 1> TMN 측정지표 
 

5.4.2 SLA 측정요소  

각 NMS 별 SLA 지표 내용은 표 2 와 같다. 

 
관리 분야 측정요소 

TRMS 

TRMS 가용성, DDD/PBX/RTU/iRTU/UPS 통신율, 

DDD 단말시험결과 성공율, ATM/TRS/OTNMS 

가용성/Downtime, 실내온도/실내습도 임계치 초과율, 전원설비 

전압/전류/전원차단율, 설비별 장애건수/Downtime/장애처리율, 

네트워크 장비/ iRTU 의 자원사용량, 장애 Top-N 

발생내용/설비 

데이터통신망/AT

M 

회선 가용성,  회선이용율,  회선장애율, 네트워크 장비 가용성, 

네트워크 가동율, 장애건수/Downtime/장애처리율 

SCADA 

SCADA 설비 가동율, RTU 가동율, 네트워크 가동율, 장애 

Top-N 발생내용/설비,  급전소 SCADA 

시스템(APN/FEP/MMI/원격소 통신용 모뎀/LAN 장치) 장애 

발생건수/ Downtime/장애처리율, 

급전분소(Master/FEP/사령원콘솔/ 원격소 통신용 

모뎀/LAN 장치) 장애 발생건수/ Downtime/장애처리율, SCADA 

설비 자원사용량 

PITR 

PITR 설비 가동율, 장애 이벤트 발생내역, Trip 이벤트 

발생내역, PRU 이벤트 발생내역, Link 별 성능 측정, 네트워크 

장애율 

DAS 

네트워크 장비/모뎀/FRTU/DAS 주장치 가동율, 회선 

가동율(전체/전용/광/TRS/무선/CDMA), 응답대기시간(DAS 

주장치/전용모뎀/광모뎀/TRS/무선모뎀/CDMA), 

Retry 회수(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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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치/전용모뎀/광모뎀/TRS/무선모뎀/CDMA), 모뎀별 장애 

발생건수/ Downtime/장애처리율, 설비신뢰도, 

회선이용율/가용율 

AMR 

모뎀 가동율, 모뎀별 장애 발생건수/ Downtime/장애처리율, 

검침 및 통신성공율, 평균수리시간, 장애원인별분석, 

장애조치별 분석, 장애원인 조치시간, 조치유형별복구시간 

TRS 
TRS 가동율, UPS/축전기/공조설비 장애 발생건수/ 

Downtime/장애처리율, IMC-SITE 간 회선품질 

사용자 
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술지원, 리서치 서비스, 고장보수, 

예방보수, 응급조치, OS/DB 백업 

Capacity & 

Performance 
시스템 성능, 네트워크 성능, 전력통신장비 성능 

<표 2> SLA 지표 내용 

 

6. 인터페이스 설계  
6.1 인터페이스 연관도  

한국전력 TMN 시스템은 그림 4 와 같이 각 

전력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장애관리, 

성능관리, 용량관리, 가용성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구성관리, 접수/이벤트관리, 문제관리, 

운영관리 등으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된다. 

또한, 장애접수에 대하여 계통관리, SCADA 

TM 과 연계하며 구성관리는 

설비현황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 하도록 한다. 

 
  

<그림 4> TMN 인터페이스 연관도 
 

6.2 코드 표준화  

 전력통신망의 TMN 시스템은 구성관리, 

장애관리, 성능관리 부분의 코드 표준화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NMS 와 인터페이스 

요소 중 각 관리망을 분류하기 위해 

어댑터코드와 사업소코드가 명시되었다. 통합 

장애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장애그룹, 

장애등급, 장애상태, 장애내용, 장애처리현황에 

대한 코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성능관리를 

위해서는 각 성능요소에 대한 코드표준화가 

표 3 과 같이 제시되었다.  
 

데이터 항목 명 길    이 설   명 

HOST_ENG_NAME VARCHAR(20) 장비의 영문 이름 

SERIAL_KEY VARCHAR(20) 장비의 고유번호(설비현황테이블의 FK) 

HOST_KOR_NAME VARCHAR(20) 장비의 한글 이름 

HOST_IP VARCHAR(20) 장비의 IP 주소 

FALLING_TIME NUMBER(2) 성능분석주기(5 분, 10 분 단위) 

RANGE_TERM VARCHAR(3) 성능분석범위(현재부터 -10, -20) 

ADAPTER_CODE NUMBER(3) 어댑터 이름(TRMS) 

ADAPTER_SUB_CODE NUMBER(6) 

어댑터 서브이름 

(512:RTU,1024:PBX,2048:DDD,4096:T/S, 

8192:iRTU, 16384:전원설비) 

CITY_CODE NUMBER(2) 관리사업소 코드 

AREA_CODE NUMBER(4) 설치사업소 코드 

TIMEZONE VARCHAR(20) 장비의 타임존 

<표 3> 인터페이스 코드 표준화 

 

7. 장애데이터 분석  
7.1 장애데이터 분석 구성  

  TMN 시스템의 목표는 사내의 다양한 

통신망 도메인의 설비시설로부터 장애/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대형 고장유무를 판단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피해 규모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합 대형 고장 상황관리 

및 단일화된 운영 프로세스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통신망 

관리시스템의 관리데이터를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장애/성능 데이터의 과거이력 

데이터 보존 및 데이터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서비스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장애조치 사항 및 지식 DB 을 

구축함으로써 지식 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 

(KMS)이 구성된다.  

 

7.2 장애 분석 흐름  

 장애 분석을 위해 TMN 시스템은 운영자관리, 

경보관리, 통계관리, 맵관리, DB 관리로 

구성되어지며, 각 NMS 에서 취합된 

장애데이터는 TMN 의 통합 DB 에 데이터가 

전달되어 장애에 대한 각 관리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내용은 TM 및 

계통자동화 시스템에 접수된 항목을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장애 내용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XML 데이터로 전달한다.  

 

8. 조직관리  
서비스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정의는 

유관부서 간의 업무현황을 분석함으로써 

R&R(Role and Responsibility) 개선방안 및 

정의와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기위한 

근간으로 삼는다. 표준운영절차 수립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은 3 가지의 조직으로 정의 

된다. 

본사의 통신계획부서 등은 서비스 

관리조직으로서 ITIL 의 서비스 전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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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하며, 중앙통제소 및 전력관리처는 

서비스운영조직으로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본사 및 전문가 집단으로 형성되는 

변경조정협의회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9. 결    론  
 정보통신기기는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발전 되어 왔지만, 그 관리에 

있어서는 IT 발전의 수준에 비해 많은 부분 

낙후 되어 왔다. 인터넷의 발전은 IT 서비스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 IT 가 곧 

사업이다”  그리고 “ 사업이 곧 IT 다” 라는 

말로서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IT 

서비스 관리의 혁신 방향으로 ITIL (IT 

Infrastructure Library)라는 최상의 

업무처리를 통해 IT 부문에 투자 되는 

총소요비용(TCO : Total Cost of Ownership)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전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많은 IT 설비가 사용되고 있어 과거의 

업무처리방법에서 혁신하여 장애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TMN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모델링 과정에서 한전 전력통신분야의 

AS-IS(현황)를 볼 때 업무처리절차 등 

제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업무의 적용에는 

미흡하고, 지원하는 운영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들은 업무가 기능중심으로 운영되어 

통합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수의 NMS 사용에 따른 통합정보 활용체제 

미비로 인해 사고원인 파악 및 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업무의 변경시 

업무적응을 위한 지식 축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전 전력통신설비관리 부문의 TO-

BE(목표)로는 단순한 프로세스의 개선이 아닌, 

프로세스, 기술, 조직의 세가지 요소가 하나의 

목표인 전력통신설비 관리업무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서비스중심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TIL 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수준관리(SLM)를 근간으로 모든 업무가 

혁신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설비별 SLA 지표가 개발 및 관리되어 

객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기술에 있어서는 다수의 NMS 를 

통합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제공체제가 구축되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웹 Portal 전략을 채택하여 

전력통신설비관리 Portal 을 통한 모든 정보의 

접근과 업무처리를 통해 발생한 정보를 

지식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조직에 있어서는 새로운 최상의 

업무처리 적용을 위한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재정의 되고 적용되어 각 조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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