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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브로드밴드 (Mobile Broadband)는 초고속 인터넷의 광대역에 이동성을 부여하거나 
이동 통신 무선 인터넷의 전송 속도를 개선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통신 서비스로, 최근 공급 
초과 상태에 이르러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이동 통신 시장과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7년 4월,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 WiBro (Wireless Broadband)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본격화 되었다. WiBro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WiBro 단말들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말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장비나 
유선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SNMP, 댁내 홈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장비들의 경우에는 TR069 
프로토콜을 이용한 장치 관리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이 프로토콜들은 제한적인 관리 기능, 
이동성 미지원 등으로 인해 무선 단말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무선 단말의 관리를 
위해 이동성을 지원하며, 무선 구간에서의 보안 기능을 강화한 OMA DM 프로토콜이 대부분의 
2G, 3G 무선 단말들의 관리 프로토콜로 채택되고 있으며 WiBro 단말 관리를 위해서도 적합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단말의 관리요소와 관리 방법을 기술하고, 이 
관리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OMA DM 기반의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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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브로드밴드 (Mobile Broadband)는 초고속 인터넷의 광대역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동성을 

부여하거나 이동 통신의 무선 인터넷 전송 속도를 개선시킴으로써 무선에서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통신 서비스이다. 2006년 상반기부터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 
WiBro (Wireless Broadband) [1] 의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쟁을 시작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휴대인터넷 WiBro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말 1만 
5천명에서 9월 말 5만 가입자를 확보할 만큼 WiBro 서비스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WiBro 
서비스 업체가 공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경우 2008년 말에는 가입자가 80만선에 이르고 2011년에는 
가입자가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WiBro 단말의 경우에는 현재 USB 타입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단말들이 제공되며, 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종류의 단말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단말들은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단말들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AS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및 AS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WiBro 단말에 대한 원격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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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말 관리를 위한 표준 규격으로는 인터넷 장비나 유선 통신 장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3], 댁내 홈 네트워크 장치들에 대한 원격 프로비저닝을 주 기능으로 
하는 TR-069 (Technical Report 069) [4] 그리고 무선 단말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OMA (Open Mobile Alliance) 
[5] DM (Device Management) [6]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WiBro 단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선 
구간에서의 보안을 강화를 위해 관리 세션에 대해 MD5로 암호화하고 Transport 프로토콜에서도 TLS, SSL 
등을 지원해 주며, 이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OMA DM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OMA 
DM은 현재도 활발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WiBro와 같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들을 관리하기 위한 MO (Managed Object)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WiBro 단말을 위한 
관리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OMA DM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WiBro 단말 관리에 필요한 관리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 관리 기능들을 지원하는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을 설계해 본다. 또한 설계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구현된 KT의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iBro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언급하고, 
3장에서는 OMA DM의 특징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WiBro 단말 관리를 위한 관리 요소를 
정의해 본다. 4장에서는 WiBro 단말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5장에서는 4장의 설계에 맞추어 구현한 
시스템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고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을 언급한다.   

 
2. WiBro 서비스 망 구조 

 
WiBro 서비스 플랫폼은 WiBro 단말, RAS (Radio Access Station), ACR (Access Control Router), WiBro 

서비스 서버군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WiBro 서비스 망 구조 

 
WiBro 단말은 RAS, AC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WiBro 서비스 플랫폼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다. 최근 출시되는 많은 WiBro 단말들이 멀티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HSDPA와 WiBro 
또는 WLAN과 WiBro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지정 또는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끊김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RAS는 WiBro 단말을 다수 수용하고 WiBro 무선 자원 관리 및 제어, 이동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무선망과 유선망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담당한다. ACR은 IP 
라우팅 및 이동성 관리, 하나의 ACR 내에서 RAS간의 이동성 제어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이다. WiBro 
서비스 서버군에는 단말 원격 관리를 위한 단말 관리 서버, WiBro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홈 
에이전트, 단말기의 가입자 인증, 사용에 따른 과금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인증 서버 등이 있다.  

 
 

3. OMA DM 및 WiBro 단말의 관리 요소 
 

이 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OMA의 워킹그룹인 DM의 표준화 작업과 규격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WiBro 단말 관리를 위해서 OMA DM에서 정의된 기본 관리 요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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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정의해 본다. 
 

3.1 OMA DM 규격 
 
OMA는 2002년 6월 230여 개의 이동 통신 업체들이 참가하여 설립한 모바일 서비스 표준화 단체이다. 

이동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위치 기반 서비스, 콘텐츠 다운로드, 메시징 서비스 
등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단말이나 네트워크 및 베어러에 
독립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표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OMA는 이동 통신 사업자 및 단말 제조사, 솔루션 업체들이 참여하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OMA 규격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단말들 간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인증하는 
Testfest도 진행하고 있다. DM은 OMA 산하의 워킹 그룹 중 하나이며 단말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OMA DM 버전 1.2 [6]와 FUMO 버전 1.0 [7]은 2007년 2월에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의 
부가 규격들은 현재 활발히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OMA DM 규격은 DM 서버와 단말 간의 통신 프로토콜, 필수 단말 관리 객체 정의, 단말 관리 
메시지의 보안 방법 등의 단말 관리에 대한 기본 규격과 그 외의 단말 관리 서비스를 위한 부가 규격으로 
구성된다. DM 통신 프로토콜은 SyncML 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며 최초에 DM 서버가 DM 클라이언트로 
초기 설정을 위한 alert을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인증 정보 및 단말 정보를 서버로 보냄으로써 관리 세션을 
생성한다. DM 서버와 DM 클라이언트는 SNMP 프로토콜의 MIB 트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MO 
트리를 통해 관리 요소들에 대한 조회, 변경, 실행을 수행한다.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관리 기능으로는 
단말 구성 정보 및 파라메터 정보 설정,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8], 장애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 [9], 스케줄 기반의 관리 기능 [10],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11], 스마트 카드 [12], 단말 Lock & 개인 
정보 Wipe [13], 단말 Capability 측정 및 설정 기능 [14] 등이 있다. 

 
3.2 WiBro 단말의 관리 요소 

 
WiBro 단말 관리를 위한 관리 요소를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고려해 보면 다음의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표준에 정의되지 않은 관리 요소들은 /kt 노드를 정의하여 추가하였으며 해당 요소들은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첫째, WiBro 단말 정보에 대한 관리 객체이다. OMA DM 워킹 그룹에서는 DM 클라이언트와 DM 
서버간의 인증을 위한 DM Acc 노드, 단말의 기본적인 정보를 위한 DevInfo 노드, 그리고 단말의 펌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하드웨어 버전, 단말 타입 등과 같은 단말의 상세 정보를 위한 DevDetail 노드를 
표준 관리 객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WiBro 단말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OS 타입 및 버전 정보, 네트워크 IP 할당 정보, 단말 부팅 시간, 최근 접속 시간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3G 단말과 같이 WiBro 단말 또한 UICC (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개방과 같이 단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이에 대비하여 UICC 카드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단말 
정보에 대한 관리 객체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둘째, WiBro 단말의 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관리 객체이다. 먼저, WiBro 단말은 WCDMA 또는 
WLAN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이 많기 때문에 
단말이 할당받은 IP 정보 및 접속한 망의 정보를 서버는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WiBro는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 열화 지역, 음영 지역 정보를 단말로부터 획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말의 신호 
세기, 접속한 네트워크 장치 정보, 평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및 접속 지연 속도와 같은 단말의 품질 통계 
정보들도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WiBro 단말은 기본적으로 IP를 할당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스마트폰, 
UMPC 등과 같이 PC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들이 늘어남에 따라 데스크탑 PC나 노트 
PC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해킹 및 바이러스 침입과 같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인증 실패, 설정된 임계치를 장기간 넘는 CPU/메모리/네트워크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해킹 및 바이러스 침입 시도 또는 비정상 동작하는 단말 상태를 미리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말 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관리 객체는 그림 4와 같다.  

셋째, WiBro 단말에 대한 제어 관리 객체이다. WiBro 단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 후, 단말의 
장애 및 비정상 동작이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WiBro 단말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단말을 재부팅하거나 USB 타입일 경우 모뎀을 초기화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말의 재부팅 후에도 복구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에는 단말 복구용 OS 이미지를 이용한 
단말 복구 기능이 필요하다. 단말이 이유 없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에는 프로세스 조회 후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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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죽이는 기능 또한 필요할 수 있으며, 특정 기능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기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말이 분실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키패드 및 특정 
기능을 제한하거나 개인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단말 제어를 위한 관리 객체는 그림 
5와 같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객체이다. WiBro 단말에 대해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설치 
및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OMA DM 워킹 그룹에서는 펌웨어 관리를 위해 FUMO (Firmware 
Update Management Object) 버전 1.0 [7]으로 표준 규격을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SCOMO 
(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Object) [8]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표준 규격을 이용하여 원격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t/AddD

evDetail 
Hw Cpu 

Mem FlashType 

FlashSize 

RamType 

RamSize 

CpuType 

FlashPart 

 
./kt/AddD

evDetail 
Sw OsType 

OsV 

OSImgV 

 

그림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관리를 위한 객체 

 

 
./kt/AddD

evDetail 
NetSet 

Subnet 

Gw 

Dns 

SubDns 

IpAddr 

IpReleaseTime
Dhcp 

IpGetTime 
Mac 

WiBro RASId 

ACRId 

FAIdx 

SectorIdx 

SignalLevel 

WiBroState 

 
./kt/AddD

evDetail 
Util BootTime 

LastConnTime 

UserProfilePw 

UICCId 

 

그림 3. 네트워크, 유틸리티 정보 관리를 위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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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vt ReportSvrInfo Id 

DevInit EvID 

Enable 

Reporting
Type 

Value 

Result 

CltRestart 

MemThr 

FlashThr 

CpuThr 

NetState 

IpChange 

FumoUpdateState 

ScomoState 

 

./Kt Performance SysUsage Cpu 

Flash 

Ram 

SysThr Cpu 

Flash 

Ram 

DeadSpot SignalLevel 

Location 

Time  

Log Dev 

WiBroStats AvgDownload 

AvgUpload 

AvgConnDelay

 

그림 4. 이벤트, 성능 정보 관리를 위한 객체 

 
 

./Kt Control Init 

Net 

Process 

Reboot 

DevRecovery

Ping TargetIP 

Result 

Start ProcessName 

ProcessName Stop 

KeypadLock

Wipe 
 

그림 5. 단말 제어를 위한 객체 
 

4. 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한 관리 요소들을 바탕으로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4.1 시스템의 구조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단말의 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단말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버로부터 온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응답을 보내는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와 OMA DM의 SyncML 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신하며 특정 관리 기능을 요청하여 응답을 
받아 이를 웹 서비스로 변환하여 중앙 처리 서버로 보내주는 수집 서버, 수집서버로부터 온 정보 및 이를 
가공한 내용을 DB 서버에 저장하거나, 웹 서버로 전송하는 중앙 처리 서버, WiBro 단말로부터 
전달되었거나 또는 중앙 처리서버에서 가공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통 DB, 마지막으로 운영 단말이 
접속하여 WiBro 단말 관리 명령을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웹 서버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 
인증, 과금, 청약과 같은 WiBro 서비스에 이용되는 Legacy 시스템들은 중앙 처리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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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로부터 온 정보와 청약 고객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는 원격 단말 관리를 위해 단말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이다.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는 OMA DM 서버 역할을 하는 수집서버와 OMA DM 프로토콜 버전 1.2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며 관리 서버의 명령을 분석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을 OS로 전달하게 된다. 단말의 OS는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관리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수집서버는 웹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 혹은 관리 정책에 따른 중앙 처리 서버로부터 관리 명령을 받으면 
관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로 통지 메시지를 전송한다. 무선 단말의 경우 SMS 
또는 WAP Push를 통해서 OMA DM서버는 관리 세션을 위한 Trigger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WiBro 단말은 기본적으로 DHCP를 이용하여 IP를 할당 받고 접속이 끊길 때까지 IP 주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SMS나 WAP이 아닌 HTTP를 이용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수집서버 또한 
HTTP를 이용하여 통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를 수신한 에이전트는 메시지를 디코딩하고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 후 메시지에서 확인된 서버 ID와 세션 ID를 이용하여 서버와의 연결을 초기화한다.  

수집 서버는 중앙 처리 서버와 단말 사이에서 OMA DM 프로토콜과 웹 서비스 연동 XML로 변환을 
담당하는 서버이다. 수집 서버는 OMA DM 서버 역할 및 중앙 처리 서버와의 웹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웹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 또는 관리 정책에 따른 관리 기능이 필요할 경우 모든 관리 명령은 
중앙 처리 서버로부터 웹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서버로 전달된다. 수집 서버는 전달된 관리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로 관리를 위한 세션을 초기화한다. 중앙 서버와의 웹 인터페이스는 
DM 명령 요청 처리 기능, DM 명령에 대한 결과 처리 기능, 성능 및 이벤트 정보 전송에 따른 응답 처리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 처리 서버는 모든 관리 기능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이다. 수집 서버로부터 전달된 DM 
명령의 결과 및 성능, 이벤트 정보들 그리고 Legacy 시스템들로부터 전달받는 고객 정보, 인증 정보, 청약 
정보 등의 연동 데이터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공통 DB로 저장하거나 웹 서버로 정보를 전달한다. 

웹 서버는 웹을 통해 접속하는 운영자에게 단말들에 대한 현황, 원격 단말 정보 조회 및 원격 관리 
기능, 성능 및 이벤트에 대한 통계 정보, 관리 서버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등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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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 구성도 

 
4.2 시스템의 연동 절차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버가 관리 명령을 실행할 때, 단말로 통지 메시지를 먼저 

보내 관리 세션을 맺고 이 세션을 통해 관리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설치, 업데이트, 삭제를 할 경우에는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펌웨어 관리 서버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서버와의 연동 절차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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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 세션을 맺기 위해서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WiBro 단말로 통지 
메시지를 보내고 상호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어 관리 세션이 맺어지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단말 상태 확인 절차를 거친다.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한 서비스가 구동되어 
있는지 메모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 확인을 받는 
절차 등이 이 절차에 포함된다. Pre-Processing이 완료되면 단말은 펌웨어 이름 및 버전 요청하고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패키지 버전을 확인하여 패키지 버전 및 패키지 다운로드 서버의 경로 등을 단말로 
전달한다. 단말은 단말 고유의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 단계에서 얻어낸 펌웨어 관리 
서버로 접속하여 펌웨어 패키지를 다운받게 된다. 단말의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다운 받은 펌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 완료 후 리부팅을 수행한다. 리부팅이 완료되면 단말은 업데이트 성공 이벤트를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으로 통보하며 관리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업무가 진행된 후 관리 세션을 종료한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는 그림 7과 같다. USB 타입의 WiBro 모뎀의 경우에는 펌웨어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모뎀이 접속하고 있는 노트북을 리부팅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9번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림 7.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절차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다운로드 및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설치 절차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절차는 USB 타입의 모뎀의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와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서 
관리 세션 초기화를 위한 통지, 상호 인증 절차, Pre-processing 절차를 펌웨어 업데이트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앞서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응용 서비스 관리 객체를 
생성하고 설치할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객체에 설정한다. 설정이 완료되면 펌웨어 업데이트와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어야 할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생성된 관리 객체의 패키지 ID, 패키지 URL, 버전,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 경로 설정 및 실행 명령을 단말로 전송한다. 단말은 설치 전 단계에서 
얻은 다운로드 경로에 따라 설치 패키지를 펌웨어 관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다운받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단말은 설치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따라 추가되는 관리 업무를 진행한 후 관리 세션을 
종료한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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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5. 구현 
 

단말 관리 클라이언트는 어떤 단말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이식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WiBro 단말에 사용될 
수 있는 OS로는 Linux, WinCE, Windows Mobile, Windows XP 등이 예상이 되므로 이들 OS에서 모두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수집 서버는 자바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API들을 활용하여 개발의 용이성을 얻을 수 
있도록 자바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중앙 처리 서버는 Windows 닷넷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으며, 
웹 서버는 닷넷 누크 및 Telerik 툴을 이용하여 운영자를 위한 웹 2.0 기반의 포털 사이트를 제공한다.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용자 기반의 Role을 설정할 수 
있고 다중 언어, 다중 스킨을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및 단말에 대한 정보 및 상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하며, 운영자의 경우에는 현재 
단말들의 개통 및 서비스, 장애 현황을 조회하거나 관리 조직 및 권한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와 단말을 
검색하여 단말에 대한 원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말의 이벤트 및 성능에 대한 품질 정보, 통계 
정보를 일별/주별/월별로 검색할 수 있다.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단말 
관리 시스템의 서버 상태 및 사용자 권한 승인 및 Role 설정 기능, 경보 기준값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중 언어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어, 영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다른 언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되는 스킨 또한 세 가지이며, 이에 대해서도 여러 스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그림 9는 운용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말 원격 조회 및 테스트를 위한 웹 
화면이다. 단말 관리 화면에서는 가입자 및 단말의 검색을 통해 기본 단말의 정보, 단말의 성능, 품질,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웹 화면 및 단말의 설정 화면은 팝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말에 대한 설정은 네트워크 
설정, 단말 가입자의 비밀번호 설정, 장애 이벤트 발생을 위한 임계치 설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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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iBro 단말 원격 관리 화면 

 
다음 그림 10은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의 단말 통계 조회를 위한 웹 화면이다. 지역별, 제조사별, 

모델별, 기간별 서비스 단말 현황, 장애 현황, 펌웨어 업데이트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 WiBro 단말 장치 통계 웹 화면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11은 WiBro 단말들의 실시간 경보 파악 및 단말 테스트를 위한 웹 화면이다. 

지역별, 장비별, 제조사별 장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단말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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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iBro 실시간 경보 웹 화면 

 
6. 결론 

 
OMA DM은 모바일 단말에 대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 스케줄 

기반의 관리 기능, 스마트 카드 관리 기능, 단말 기능 Lock 및 개인 정보 Wipe 기능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표준 규격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OMA DM 프로토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WiBro 단말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해 보고,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은 OMA DM을 이용함으로써 SNMP 및 TR-069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관리 세션에 대한 높은 보안으로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WiBro 
단말들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UICC 카드 정보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추후 USIM 카드 개방에 따른 빈번한 사용자의 단말 교체에도 특별한 수정 없이 시스템이 단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품질 정보 및 음영 지역 정보들을 단말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초기 단계인 WiBro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서비스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성능 평가를 통해 WiBro 단말 관리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측정해 보고,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WiBro 단말 관리 에이전트 
포팅에 따른 WiBro 단말의 성능 및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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