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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 마케팅 기법의 OSS 시스템 적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Chasm Marketing Scheme Applied to 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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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해 이동 통신 시장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한 
지도 10 년이 되어 간다. CDMA 는 10 년 만에 국내 가입자 3800 만 명, 전 세계 CDMA 가입자 
2 억 8000 만 명 (‘05 년 3 분기 기준)이라는 거대 시장을 창출하였고, 지금은 3.5 세대 WCDMA 
서비스인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나 2.3 ㎓ 휴대 인터넷 (Portable 
Internet)서비스인 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인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등의 신규 서비스가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 동안 한국의 고객들은 별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덕분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 
고객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품질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운용 기술이 
발전하였고, OSS 시스템은 여러 중요하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망 초기의 
장애/성능/구성 관리 시스템 같은 1 차적인 시스템 외에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 고급의 분석이나 
다양한 OSS 도메인을 커버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여러 진보된 기술이나 고급 개념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더 우수한 개념으로 구현된 고급 기능을 가진 시스템들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에 성공하거나 그 상태로 
사장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 마치 첨단 기술 제품이 시장에 론칭(Launching)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규로 개발되는 시스템들이 IT 
첨단 기술 제품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KTF 의 통합 작업관리 시스템인 NetWorker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캐즘(Chasm) 마케팅 기법을 적용해 개발 방법론의 변화와 운용 활성화한 사례를 
설명한다. 그리고, OSS 신규 시스템을 구축 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서론 
현재 국내 이동 통신 회사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 들면서 OSS 시스템도 
주로 NGOSS (New Generation Operations Systems 
and Software) eTOM(enhanced Telecom Operation 
Map)의 Operations 영역의 [Resource Management 
& Operations] 부분이 주로 구현 대상이 되다가 
차차 통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OSS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Service Management & Operations] 
영역을 다루는 시스템의 개발이 된다. 이때, 
1 차에 구현되는 시스템들은 회사 내의 필수 
업무 프로세스와 통합이 되거나 운용자에 대한 
평가라는 수단 등을 활용해 손쉽게 운용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 차로 이후에 개발되는 시스템들은 
활성화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거나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대비효과) 측면에서 뚜렷한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가 
OSS 시스템 역시 최신의 IT 기술이 
적용되면서 IT 첨단 기술 제품의 성격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데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다. 즉, OSS 시스템의 구축도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사업)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구현 시에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마케팅(활성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개발 일정이나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OSS 시스템의 론칭에 
있어서 캐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첨단의 새로운 
시스템이 왜 활용이 저조할까? 기술 수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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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근거한 5 가지의 세그먼트는 혁신자 
그룹(Innovators),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s), 
전기 다수 (Early Majority), 후기 다수 (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 (Laggards)로 나뉠 수 
있고, 각각의 성향은 벤처성 (Venturesome), 
기술에 대한 존경 (Respectable), 심사숙고 
(Deliberate), 회의적 (Skeptical), 전통적 
(Traditional) 인 특성을 가진다. 신규로 
구축되는 OSS 시스템도 기술 수용 주기 
이론에 따라 운용자 계층을 분류하고 각각의 
계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현 후에 활성화 
방안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분석 단계에서부터 활성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KTF 작업 관리 시스템인  
NetWorker 시스템을 예로 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마케팅 기법인 캐즘 마케팅 
기법을 적용해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활성화를 위해 
캐즘 마케팅에 적용된 NetWorker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마케팅 기법인 캐즘 
마케팅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4 장에서는 
NetWorke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적용한 캐즘 
마케팅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운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됨에 
따라 2 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전략 등에 
대해 간략히 제시한다.  
 

 

   2. NetWorker 주요 기능 
KTF 는 중앙에 본사와 강원을 포함한 5 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지역 본부가 있고, 지역 
본부 아래에 KTF 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현장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 
업체 및 유지보수 센터가 있다. KTF 의 
NetWorker 시스템은 기능적으로는 KTF 내의 
유무선 운용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작업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작업 관리 
시스템으로 기능적으로는 NGOSS eTOM 의 
3 가지 영역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3 가지 기능은 [유지 보수 작업 관리 및 
지원]으로 eTOM 의 [Operations][Service 
Management & Operations][Service Problem 
Management] 기능과 [고객 불만 처리 
지원]으로 [Operations][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Problem Handling], [업체 관리 및 
평가]로 SIP(Strategy, Infrastructure & Product) 및 
Operations 영역의 [Supply Chain Development & 
Management], [Supplier/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능으로 구성이 된다. 또, 
물리적으로는 센터 사무실의 운용자가 현장 
상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에 대한 One-Stop 상황판 개념을 
제공해 현장 운용자와 좀 더 쉽게 작업 지시 
및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유지 
보수 정책을 관리 및 ROI 기능을 수행하는 
GIS Client 서브 시스템과 현장 운용 업무에 
대한 작업 지원(Mobile Office) 기능과 작업 
관리(FFA) 기능을 수행하는 PDA Client 서브 
시스템, 현장 운용자에 대한 운용 관련 지식 
검색 등의 Portal 기능과 현장 작업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및 통계를 제공하는 WEB Client 
서브 시스템의 3 가지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즉, PDA, GPS, GIS, RF, Mobile G/W, 
SOAP 등 다양한 IT 신기술이 적용되었고,  

여기에서는 여러 기능 중 캐즘 마케팅 
기법을 적용한 BSS (Base Station System) 명령어 
처리 기능, 중계기 제어 기능, 고객 불만 처리 
기능, 작업 관리 기능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2.1  BSS 명령어 처리 기능 
NetWorker Mobile 서버와 NMS 시스템의 

명령어 처리기와의 연동을 통해 현장에서도 
BSS 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운용 서비스 NE 
(Network Element) 장비에 원격 명령어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1. BSS 명령어 처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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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계기 제어 기능 
 

현장의 중계기 운용자들은 각 제조사에서 
제공된 중계기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계기의 Gain, Attenuation 등의 출력을 
설정하는데 중계기 제어 프로그램은 현장 
운용자의 Note PC 에 설치되어 운용된다. 
하지만 중계기의 설치 위치가 철탑 등의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Note PC 처럼 무거운 
장비 대신 해당 기능을 PDA 에 포팅해 작업의 
효율성 및 작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2. 중계기 제어 화면 
 
 

2.3  고객 불만 처리 자동화 기능 
 

고객이 통화 불만으로 고객 센터에 
불만(Claim)을 접수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고객 
불만 처리 담당자에게 고객 불만 내용이 
전달되게 되는데 PDA 등이 없으면 해당하는 
내용을 페이퍼 형식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다. NetWorker 에서는 고객 불만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상황이 GIS Client 화면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주변의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와 함께 현장의 담당자들에게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고객 불만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고객 불만 데이터 디스플레이 화면 
 
2.4  현장 작업 관리 기능 
 

현장 작업 관리 기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 내역(고객 응대, 현장 방문, 정기 
점검, 부대 설비 점검, 장애 처리, 품질 개선, 
신/이설, 인수 시험,…) 뿐만 아니라 이동, 식사, 
교육, 회의 등의 비업무적인 부분까지 
코드화를 추진해 현장에서 작업한 내역을 콤보 
박스를 통해 손쉽게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업무에 대한 계량화를 
추진하며, 업무 일지의 자동 생성이나 현장 
유지 보수 관련 보고서 및 기지국 /중계기 
/부대 장비 유지 보수 작업과 관련한 MTTR 
(Mean Time To Refair),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ROI 등의 관리 와 평가 기능을 활용한 
유지 보수사 작업 평가 및 장비업체/시설사 
계약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4. 현장 작업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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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즘 마케팅의 개념  
 
『캐즘 마케팅 (Crossing the Chasm)』은 

기술 수용 주기 모델에 근거한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 모델을 분석하고 있는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연속적인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발전하여 
급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기업의 절대적 
과제를 뜻하는 캐즘 개념을 강조한다. 시장의 
변화 단계에 따라 마케팅 전략 자체를 
순차적으로 포기하고 상반되는 전략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첨단 기술 
산업뿐 아니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일부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3.1  혁신의 확산 

 

기술의 프로세스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학적 지식 (Scientific Knowledge) -> 기본 
리서치 (Basic Research) -> 창안 (Invention) -> 
응용 리서치 (Applied Research) -> 혁신 
(Innovation) -> 개발 (Development) -> 상업화 
(Commercialization)  -> 보급 확산 (Diffusion) -> 
수용 (Adoption)  -> 충족 (Implementation).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창안, 혁신, 
확산, 수용과 충족이다.  

 

 
 

그림 5.  S-Curve 구조 
혁신에 의한 개발 및 상업화는 그 다음 

단계인 전파와 확산이라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 확산 (Diffusion) 이론에 따르면 확산은 S-

곡선의 모양을 띄는데 문제는 느린 속도로 
확산한다는데 있다. 아무리 새로운 혁신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보완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3.2  기술 수용 주기 

 
기술 수용 주기 이론에 근거한 5 가지의 

세그먼트는 혁신자 그룹(Innovators),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s), 전기 다수 (Early 
Majority), 후기 다수 (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 (Laggards)로 나뉠 수 있고, 각각의 
성향은 벤처성 (Venturesome), 기술에 대한 
존경 (Respectable), 심사숙고 (Deliberate), 
회의적 (Skeptical), 전통적 (Traditional) 인 
특성을 가진다.  

 
표 1. 수용자 카테고리 세그먼트 

 
 

 
3.3  캐즘 뛰어넘기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을 하이테크 산업에 

적용은 제프리 무어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캐즘은 얼리 어답터와 전기 다수 사이의 
대단절을 의미한다. 95%의 새로운 혁신 기술 
제품들이 이 캐즘에 빠져 실패하게 된다.  

얼리 어답터와 전기 다수 수용자 사이에 
대단절인 캐즘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수용자간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얼리 
어답터와 전기 다수 수용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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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얼리 어답터와 전기 다수의 특성 분석 

 
 

이 캐즘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론은 
아래 표 3 의 3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표 3. 솔루션의 캐즘 뛰어넘기 

 
 

그리고, 캐즘에 빠지게 되면 틈새시장 
(Niche Market)인 볼링 앨리 (Bowling Alley)를 
공략해야 한다. 실용주의자인 전기 다수는 
반드시 필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고객을 찾아내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완벽한 
자체의 틈새 고객을 9개까지 획득하고, 획득된 
하나의 고객 사이트를 참고 (Reference)로 하여 
다른 고객 세그먼트로 레버리지화 해야 한다. 
이렇게 획득된 9개의 틈새 고객은 좋은 사례와 
참고 사이트가 되어 전기 다수를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래 그림 6의 
선각자는 얼리 어답터를 가리킨다. 

 그림 6.  기술 수용 주기 마켓 모델 
 

이제 토네이도를 타게 되면 곧바로 주류 
시장 (Main Street, 중심가)로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시장에 도달하면 전기 다수와 후기 
다수의 68%에 도달하는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된다.  

  
 
4. NetWorker 활성화에 캐즘의 적용 
 

NetWorker 도 초기 얼리 어답터들에 
해당하는 OSS 운용 시스템의 지역 담당자나 
적극적인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신중하고 현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전기 다수 
사이에서 캐즘에 빠졌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운용 활성화를 위해 캐즘 마케팅의 
[솔루션의 캐즘 뛰어넘기] 방법을 도입해 
활성화에 성공하였는데 이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다.  
 

4.1 다수의 기능 중 집중화 전략 
 

모두가 조심스럽게 신규 시스템이 자신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다수의 운용자를 모두 만족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한꺼번에 상대하기 
보다는 타게팅된 세그먼트의 운용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실용적이고 신중한 성향의 운용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캐즘 마케팅에서는  
표적 시장 고객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는  
제품을 완전 제품 (Whole Product)이라 부르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NetWorker 는 초기 많은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지만 전체 기능에 대해 100%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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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운용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NetWorker 에서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2 장에서 설명한 4 가지 
기능 (BSS 명령어 처리 기능, 중계기 제어 
기능, 고객 불만 처리 자동화 기능,현장 작업 
관리 기능) 을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그래서, 
4 개의 완전 제품을 확보하는 전략을 
1 차적으로 추진하였다.  
 
4.2 니치 마켓 확보 전략 
 

비록 작은 세그먼트의 운용자라고 하더라도 
얼리 어답터가 아닌 실용적인 성향의 운용자가 
만족한 기능은 이들의 구전 효과를 기반으로 
보다 쉽게 인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운용자 
계층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된다. 

니치 마켓 즉,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구현한 기능을 가지고, BSS 명령어 처리 
기능은 대구 무선 운용팀, 중계기 제어 기능은 
강원 무선 운용팀, 고객 불만 처리 자동화 
기능은 부산 무선 운용팀, 현장 작업 관리 
기능은 강남 무선 운용팀을 시범 국소로 
지정해 거점 확보에 집중하였다. 시범 
국소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운용자들이 기능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용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완벽히 
지원해 여러 환경에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시범 운용 중에 나오는 
요구 사항이나 불만 등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면서 거점으로서 확보하였다.    
 
4.3 볼링 앨리 전략 
 

캐즘(Chasm)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니치 마켓을 집중 공략한 이후 인접한 세분 
시장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볼링 앨리 
전략을 시도하여야 한다. 볼링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헤드 핀 
공략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헤드 핀을 
제대로 공략하게 되면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뒤에 줄지어 있는 핀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 제품 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틈새 시장을 
집중하여 공략한 이후에 인접한 세분 시장의 
새로운 고객 층을 차례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를 볼링 앨리 
전략 혹은 볼링 핀 모델(The Bowling Pin Model) 

전략이라 한다.  
4.2 에서 확보된 거점을 토대로 볼링 앨리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국의 운용자들을 
대상으로 NetWorker 시스템을 소개하는 워크 
샵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기 확보된 니치 
마켓인 시범 국소 소속의 운용자에게 직접 각 
기능에 대한 운용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서 신중한 입장의 타 지역 운용자들이 
거부감없이 시스템의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NetWorker의 신규 기능들을 큰 거부감없이 
운용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방향 
 

도입기나 평가를 수반하지 않는 
OSS 시스템도 하나의 사업(프로젝트) 단위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스템(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부터 활성화(마케팅)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손쉬운 평가라는 것을 활용해 
운용자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수많은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지만 잘 쓰여지지 않는 
시스템이 많고, 새로이 개발되는 제품의 1%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스템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 운용 
활성화 전략 자체를 순차적으로 포기하고 
상반되는 전략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 
초기 시장, 볼링 앨리, 토네이도, 주류 시장을 
거치면서 타게팅은 변하게 된다. 그래서, 현장 
운용자를 고객으로 받아 들이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회사 내의 경영층까지 운용자 계층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ROI  
측면에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 시 투입되는 
H/W 비용, S/W 개발비 등 전체 투자 대비 
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얻게 되는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초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 다 줄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추진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OSS 시스템 개발 시 도입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 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소기의 시스템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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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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