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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KT
는 2006년 4월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를 상용화하였다. 2008년 
5 월 현재까지 16 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KT WiBro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
며, WiBro 고객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iBro 서비스의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KT 는 TMForum 전사 아키텍처인 eTOM, 
SID, TAM, TNA등을 준용한 WiBro 운용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의 운용관리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 보증분야에서 
주요 관리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본 논문은 GIS 기반의 서비스고장관리 체계를 
기술하고 WiBro 서비스 고장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To provide the low-priced high speed mobile Internet service at anytime and anywhere, KT 
launched the commercial mobile WiMAX service, WiBro in June 2006. The number of it 
subscribers was reached over 160,000 in May 2008 and its rapid growth will be anticipated. 
For the stable and efficient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WiBro service, KT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WiBro operations and management system which is fully 
complied with TMForum enterprise architecture such as eTOM, SID, TAM, and TNA.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management aspects of WiBro and identify the key 
management factors in terms of service assuranc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detailed GIS-based service assurance framework and the in-depth case study on WiBro 
service assurance process.  

 
Keywords: WiBro(Wireless Broadband), Service Assurance, Operations Management 
Framework, Operations Support System, GIS 

 
 
1. 서론 
 

KT 는 고객에게 정지 및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저렴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WiBro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KT 와이브로는 2006 년 

6 월말 서울 일부 지역(신촌전역, 강남전역)과 분당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

작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전 지역과 지하철 1~8호선, 공항과 공항철도, 

수도권 주요 대학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서비스 이용지역을 확대하였다[1].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 서비스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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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쟁을 시작한 WiBro 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

우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2]. KT의 와이브로 가입자는 2007 년 6 월말 1 만 6,300 명에서 

2007 년 8 월말 4 만 명 돌파 이후 보름 만에 5 만 고객을 돌파한 후 현재 7 만여 명까지 늘

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MIC의 시장전망결과에 2008년 53만 명, 2010년 188만 명으

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IDC 도 지난 7 월 2007 년까지 와이브로 가입자수 13 만 명 선에서 

2008년 60만 명, 2009년 140만 명, 20011년에는 390만 명의 가입자가 이를 것이라고 전망

한바 있다[1]. 그러나 KT 가 공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경우 2008 년 말에는 가입자가 80

만선에 이르고 2011년에는 가입자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이와 같이 급증하는 WiBro 서비스망과 고객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운용관리체계가 수립되고 운용관리시스템이 개발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서비스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WiBro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운용관

리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 KT WiBro 고장관리 시스

템의 구성 및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 WiBro 서비스의 개요 및 WiBro 운

용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 WiBro 서비스 고장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관리사항을 

도출하고, 4 장에서 WiBro 고장관리 시스템의 기능 및 구성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 장

을 통해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2. WiBro 서비스 개요 및 운용관리 체계 
    
   2.1 WiBro 서비스 개요 

 
WiBro 는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정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지속인 욕구 증대와 초고속 인터넷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 포화, 신규사업 모델 부재 그리고 BCN 도입, 정부의 IT 산업육성 정책 등의 

배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WiBro 서비스는 “휴대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4].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iBro 서비스 사용자는 노트북, PDA,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상태나 60Km/h 이하의 이동하는 속도에 있는 실내 외 

장소 어디에서나 Seamless 하게 최소 1Mbps 이상의 전송속도로 다양한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5].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커버리지는 최대 반경 1km 까지 지원하며, 접속중인 단말기의 

셀간 이 동시에도 IP 기반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되는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또 기존 무선 

데이터망(무선 LAN, 이동통신 등)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가입자의 서비스속성에 따라 

차등화된 품질을 제공하는 QoS를 지원한다[6]. 

WiBro 와 경쟁관계의 3G(HSDPA, W-CDMA)를 비교해 보면 WiBro 는 고속전송, 다양한 

유선인터넷 컨텐츠, 단말의 큰 화면이 장점인 반면, 이동통신은 휴대용이, 단말의 긴 배터리

수명, 빠른 접속, 위치기반 서비스, 광역 커버리지, 고속이동의 장점을 가진다[6]. 따라서 가

격경쟁력과 전송속도면은 WiBro 가 우위이며, 접근성/이동성과 단말 휴대성은 3G 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3G 와 WiBro 는 속성상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4]. 또한 WiBro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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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선 LAN 의 작은 커버리지와 이동성이 없는 단점과 셀룰러 시스템의 낮은 전송속

도와 및 고가의 데이터 요금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초고속 무선 LAN 망과 고 이동성 셀

룰러 시스템 사이의 갭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5]. 이로 인해 이동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독자기술인 와이브로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 무선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등록

됨으로써 와이브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TRI 와 삼성전자 등은 와

이브로의 진화기술인 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을 2008 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

다[1]. 와이브로 에볼루션은 시속 120Km 이상의 고속환경에서 2.3GHz 대역의 40MHz 대역

폭을 이용하여 최대 400Mbps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와이브로가 관련장비 

산업과 고용창출, 산업연관효과 등 일부 대기업에 치우쳐 왔던 IT 산업계에 활력을 줄 것이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와이브로는 3.5G 로 2010 년경에 열릴 4 세대 이

동통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1]. 

 

2.2 WiBro운용관리 체계 
휴대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운용관리 체계로는 망 요소의 감시, 장애보고 및 분석을 통

한 서비스품질 최대화를 위한 망관리 체계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개통업무 및 서비스 장

애처리와 고객응대를 위한 고객접점관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망 관리 체계에 수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WiBro 망관리시스템(WiBro-NMS)이 있으

며, WiBro 망 구성요소인 기지국(RAS: Radio Access Station), 제어국(ACR: Access Control 

Router), 중계기, L2 의 통합 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WiBro 서비스의 망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고객접점관리 체계로 분류된 시스템은 TM Forum 에서 제안한 e-TOM 기반의 Flow-

Through 업무지원이 가능한 통합 운용관리체계로서 크게 서비스구성관리를 담당하는 

SO(Service Ordering), 가입자계종합관리를 담당하는 ADM(Access Domain Management), 

시설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FM(Facility Management), 서비스 품질관리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고장관리 SA(Service Assurance), 현장작업관리 WM(Workforce Management), 

통계/정보 관리 NeTIS/NE(Network Information Support System/ Network Engineering) 등 7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WiBro 고장관리분야는 그림 2 와 

같이 SA 에서 고장접수,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작업관리를 담당하는 WM 과 

연동하여 고객부터 현장요원까지 End-to-End 고장관리 흐름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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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Bro 망구성도 

 

 

그림 2. WiBro 운용관리 체계 
 
 
3. WiBro 고장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Factor 
 

이 장에서는 WiBro 서비스의 특성으로 고장관리가 기존의 유선 서비스의 고장관리와는 

차별화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RCA(Root Cause Analysis) 

RCA 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장애의 근본원인을 찾는 기능으로서 장애 발생 위치 추적

뿐 아니라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각종 망 및 서비스 장애진단 시험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WiBro 서비스의 경우 장애진단 시험기능으로 ACR, 

스위치, RAS 등에 대해 장애진단 시험기능을 제공하고, 각종 Application 서버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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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에 관한 진단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장비별 장애진단 시험결과

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 로직이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한 장애 위치 추적이나 근본원인 분

석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며, 장애진단 시험 이후 업무프로세스는 네트워크 운용자

의 개별적인 판단과 수작업에 의한 장애처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WiBro 서비스 환경에서는 실제 음영지역, 신호세기 약화, WiBro 단말기고장, 노트북고장, 

WiBro 장비이상, ID 인증문제, 응용서비스제공 플랫폼 이상, 비밀번호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발생에 대해 운용자들은 고장발생 

근본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고장발생요소들 중에서 실제 고장원인을 신속

하게 파악 가능한 형태의 고장관리시스템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2) 응용서비스 기반의 고장관리  

기존 통신서비스는 전달망중심의 단순접속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반해, 앞으로의 서

비스는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와 웹 기반의 각종 응용서비스로 서비스의 중심점이 이동되고 

있다. 따라서 운용관리도 기존 망 중심 관리에서 미디어, 응용서비스에 대한 관리로 패러다

임이 변화되고 있다[7].  WiBro 도 이러한 차세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Network 

Management 에서 Application Service Management로 관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사용 중 I 응용서비스 서버 장애나 서비스 application 장애 등 망 접속은 정상적이나 

응용서비스가 문제일 경우 이에 대한 고장관리 체계가 기존에는 운용자가 오프라인으로 응

용서버 관리부서에 연락하여 확인, 조치하는 형태인데, WiBro 고장관리에서는 응용서비스 장

애처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3)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민첩성 

WiBro 서비스는 고장의 유형에 따라 고장 티켓(Trouble Ticket)의 등급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고장관리 흐름도 다르다. 또한 WiBro 는 기존의 유선 서비스와 같이 성숙한 단계

의 서비스가 아니고 계속 규모 면에서도 성장 중이고 기술이나 서비스측면에서도 변화 발전

중인 서비스이므로 운용 조직이나 운용 프로세스의 변경이 빈번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

건에 따른 특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은 많은 개발공정이 필요하며 또 이를 변경하는 것

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 경영관리기법이며 IT 기술

인 BPM 도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IT측면에서 BPM은 Application과 Business Process를 

분리함으로써 Business Process를 쉽게 변경 가능하게 하여 Business의 Agility를 높이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4) 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 

종래의 유선 서비스인 PSTN이나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는 동선로, 광선로의 선로 시설

과 교환기, IP-xDSL장비, DSLAM, FLC, 광LAN 등의 장비를 통해 회선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

되어짐으로, 고객의 위치나 시설의 위치가 청약 시에 등록된 주소정보로 확정이 되고, 시설

도 전화국사 혹은 전진 배치된 국사 안에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전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고장처리는 고객 댁에 직접 방문하여 고객 댁내

의 단말, 포트연결점, 모뎀, PC환경 등에 대한 고장원인을 찾아 수리하거나, 혹은 전화국사나 

전진 배치된 음성이나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연결작업을 행하는 MDF(Main Distributing Frame, 

주배선반)실에서 점검작업을 통해 고장수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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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iBro 서비스 환경은 기존의 회선단위의 고객서비스와는 달리, 무선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위한 RAS(Radio Access Station, 기지

국)이나 중계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구성 요소가 된다. 즉 WiBro 서비스 망 구성은 국

사 밖에 자유스럽게 배치가 되고, 고객이 느끼는 고장이 고객의 현 위치에 따라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위해 종래의 고장 관리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

의 WiBro 서비스 환경에 맞는 고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고장관리 시스템은 Text 기반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사밖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WiBro시설과 고객의 위치확인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IS 의 도입이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4. WiBro 고장관리 시스템 
  

3 장에서는 기존의 운용관리시스템과는 달리 WiBro 서비스 고장관리시스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

는 지 KT의 WiBro 고장관리시스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4.1 고장관리 운용조직 및 역할 
와이브로 운용조직으로는 고객접점부서로서 고객의 신고전화를 직접 응대하고 고장접수

를 하는 Help Desk 역할의 WiBro 고객센터가 있으며, 고장 접수 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발행하는 고장접수 티켓(Trouble Ticket : TT)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통해 장애를 진단

하고 조치하며, 필요 시 현장 출동을 보내는 고장처리 조직인 각 지역 NSC(네트워크 서비

스센터) 무선기술팀이 있다. 무선기술팀은 TT 의 최초 생성(접수)부터 고장 최종 완료까지 

전체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필요 시는 현장 출동을 해서 직접 수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운용조직으로서 WiBro 응용서비스 플랫폼서버를 관리하는 응용서버 운용부서가 

있으며, 고장접수시 응용서비스 장애라고 판단되면 TT 를 WiBro 응용서버 운용부서로 보내

고 응용서버 운용부서에서 TT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조치 및 작업완료통보를 한다. 

이와 같이 WiBro 운용조직은 크게 고객센터, 무선기술팀, 응용서버 운용부서가 있다. 이

러한 고장관리 운용부서에서 업무를 자동화, 전산화하며 운용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WiBro 고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WiBro고장관리시스템은 WiBro고객센터 상담원의 상담 및 고장접수기능을 제공하며, 고

장처리석에서 발생된 고장 TT 를 관리하며 국내나 국외, 현장으로 수배를 보내는 등 고장 

TT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하는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휴대인터넷 고객접점창구인 WiBro 고객센터의 상담원이 고객의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 고객명, WiBro ID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시설/서비스정보를 제

공하며 고객이 신고하는 고장유형, 시설, 원인 등을 각각의 고장관리코드로 관리하고 입력하

는 기능을 제공하여 고장 TT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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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객의 고장신고시나 고장처리석에서 장애유무 확인 및 근본 장애원인을 찾기 위

해 고장진단 시험을 하는 데, 이 때 사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시험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망구성도 생성 기능, 즉시시험, 정밀시험 기능 등을 제공한다. 

셋째, 접수된 TT 에 대해 상태정보(작업단계)를 관리하고 고장원인에 따라 조치가 필요

한 부서로 수리의뢰를 보내고, 수리결과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고장 TT 의 완료처리를 하는 

기능을 시스템화한다. 

그림 3은 고장관리 시스템 기능 블록도를 보여준다. 

 

 
그림 3. 고장관리 시스템 기능 블록도 

 

4.2 고장처리 TT유형별 처리흐름 
WiBro 고장관리에서는 고장의 등급이나 유형에 따라 처리우선순위 및 처리흐름이 다르

다. 이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TT 유형을 아래와 같이 색깔로 구분하기로 

한다. 

블루 TT 는 별도의 후속 고장 처리가 필요 없는 문의(요금, 상품, 접속 가능 지역, 기술

문의, 단말문의, 품질문의 등)에 의해 발생된 TT 이며, 그레이 TT 는 고객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WiBro 단말기 이상, 접속 불가, 노트북형 카드 이상, 고객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고객 

원인형 TT이다. 

그레이 TT가 접수되는 경우, TT에는 고객이 현장 운용자가 방문을 원하는 주소 정보(방

문 위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현장 운용자는 방문위치로 방문해야 한다. 방문 위치 정보

는 동 이름, 집단 주택명, 건물명, 번지, 호 정보 등을 포함한다. 

레드 TT 는 WiBro 장비(기지국(RAS), 중계기, ACR(라우터), L2 장치)의 이상에 따른 TT

로, 장비의 주소 정보(장비 ID)를 포함한다. 레드 TT 는 고객의 신고로부터 고객센터 운용자

가 WiBro 장비시험 후 장비장애인 경우로 판단한 경우 발행할 수도 있고, WiBro 망관리시스

템(WiBro-NMS)로부터 수신될 수도 있다. 

옐로우 TT는 응용 서비스(다양한 컨텐츠 제공 서비스, VOD(Video On Demand), 다양한 패

킷 제공 서비스)의 문제에 따른 TT로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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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류된 TT 는 각각 고장처리 흐름과 처리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림 4 는 TT 

유형별 고장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표(1)은 TT 유형별 분류기준 및 처리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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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T유형별 고장처리 흐름도 

 

표 1. TT유형별 처리순위 

TT타입 기준 내용 처리순위

Blue TT 문의성신고(고객) 문의성신고 

4 

공사/장애 관련된 지역에서

고장이 접수되는 경우는 문

의성 처리 

기존 Fixed Network 와는 달리 Mobile service 는

사용자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유선과

같이 별도로 관리하고, 이후 IWF 로 넘기고 확

인하는 절차가 별도 필요 없음  문의성과 동

일하게 처리하며, 원인별에 “공사관련”또는 “장

애관련”항목으로 처리 

Gray TT 개별 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TT(예: 고객 벨 소리 장애) 

또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TT

*Red 와 같이 치명적이거나 분명한 고장원인을

알 수 없는 TT 

*음영지역 등 현장 실측 및 최적화 관련 TT 

3 

Yellow TT 서비스장애관련 TT 서비스 및 인증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

(센터 혹은 관련 운용부서에서 원격처리가 가능

한 것) 

2 

Red TT 심각한 장애 *통신망(ACR,RAS,옥외 중계기 고장, AC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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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IS를 이용한 기능 
 3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iBro 는 고객의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망 장비위치가 국사 

내 외부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특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GIS를 이용한 KT WiBro고장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시설정보 표시 

와이브로 망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ACR, 기지국, 중계기의 위치를 맵상에 보여

주며, 해당장비에 대한 장비 ID, 장비명, 서비스반경(커버리지) 등 상세정보도 볼 수 있다.  

 

 
그림 5. 시설정보 표시 

 

2) TT정보 표시 

4.2 절에서 설명한 대로 고장 유형별로 TT 를 발행할 때 이러한 TT 들은 고장 처리를 위

한 고장 코드와 주소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포함되어 있는 주소 정보를 기초로 GIS 기반의 

TT 정보를 생성한다. 

GIS 엔진은 TT 정보에 포함된 주소 정보를 기초로 해당 주소정보로 대응되는 GIS 정보

를 생성하고, 생성된 GIS 정보를 고장접수, 처리석 지도화면에 제공한다. 여기서 GIS 정보는 

위치정보로 X좌표 값과 Y좌표 값으로 구성된다. 

NMS 감지 장애, AAA등 RAS,RAS 중계기 전송로 장애) 



84 
                                                      KNOM Review, Vol. 11, No.1, July. 2008 

 

 

그림 6. 고장 TT정보 표시 

 

3) 장애정보 표시 및 시험 

WiBro 고장관리시스템은 WiBro-NMS 로부터 장비장애정보를 받는다. 이러한 장비 장애는 

고객문의나 신고에 응대하기 위해 필요하고 현장출동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레드 TT 로 접수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정보도 고객의 위치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위

해 GIS 기반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7 는 장애가 있는 장비에 빨간색으로 장

애로 표시된 것을 보여주며, 해당장비에 대해 직접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장애정보 표시 및 장비시험 

 

4) 무선망품질정보 표시 

음영지역 해소 및 무선망 품질개선을 위해 와이브로망 운용부서는 망 품질정보를 주기적

으로 측정, 수집한다. 이러한 측정데이터는 망 최적화를 위한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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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GIS 기반에 망 성능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림 8 은 강남

지역 주요 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1 초 간격으로 실측한 망 품질정보를 GIS 맵 위에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품질등급별로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5단계의 등급별로 표시하여 즉

각적으로 품질불량인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무선망환경 정보 

 

이 외에도 GIS 를 이용한 부가기능으로서 음영지역 검색, 단말기 A/S 센터 위치 안내, 최

단경로 안내 등의 기능이 있다. 향후에도 GIS 기반의 유용한 여러 기능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4 Network Topology 및 시험기능 
무선망에서 Network Topology 를 그린다는 것은 유선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유선서비스

는 서비스정보만 검색이 되면 설치위치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단말부터 망까지 E2E 서비스

망구성도가 고정적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러나 WiBro 는 고객이 이동하면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접속한 망구성도가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접속한 세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 접속

중인 세션정보에서 RASID 를 얻을 수 있고, 이 RASID 를 시설정보 DB 에서 장비간의 상하

위 Link관계를 관리하는 정보를 조회하여 RASID, 상위 L2, 상위 ACR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WiBro 고장관리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세션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세션관리시스템과 연

동하여 세션정보를 구한 다음, 내부 시설정보 DB 를 조회하여 실시간으로 고객이 접속한 망

구성도를 제공한다. 또 GUI 로 graphic 하게 구성된 망구성도 기반으로 사용자편의성을 위해 

직관적으로 쉽게 시험기능을 제공하여 각 장비의 장애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시험기능은 고장관리시스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장비 별 장애판단 시험이 있으며, 응용서비스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응용서비

스 서버 상태 및 서비스 상태 확인시험이 있다. 그림 9 는 실시간으로 구성된 망구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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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반 위의 시험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GUI를 보여준다. 

 

 
그림 9. 실시간 망구성도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WiBro 서비스의 개요와 운용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WiBro 

운용관리 중 고장관리 분야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제 구현사례로 KT WiBro 고장관리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WiBro 운용관리는 크게 보았을 때 기존 통신사업자의 Business Process 를 표준화 한 

NGOSS e-TOM 기반의 OSS 구조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WiBro 서비스만의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RCA(Root Cause Analysis) 

WiBro와 같이 유무선 복합망의 응용서비스인 경우 실제 음영지역, 신호세기 약화, WiBro 

단말기고장, 노트북고장, WiBro 장비이상, ID 인증문제, 응용서비스제공 플랫폼 이상, 비밀번

호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발생에 대해 고

장발생 근본원인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응용서비스기반의 운용관리 구조 

WiBro 서비스도 향후의 컨텐츠 중심의 응용서비스의 일환으로 Network Management 에서 

Application Service Management로 관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응용서비스기반의 

고장관리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통합 민첩성 확보 

WiBro 와 같이 성장중인 서비스는 운용조직이나 운용프로세스의 변경이 잦으며, 또 단순 

전달망 서비스의 운용관리 차원이 아니라 특정 규칙에 의해 정의되는 복잡한 운용관리 흐름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BPM 도입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BPM 도입의 효과는 

Business Process 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전문 IT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관리자가 Business 

Process를 쉽게 이해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Agility를 높여주는 데 있다. 

넷째, 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 

WiBro는 기존 유선망의 망관리 요소와는 다르게 무선망의 특징으로 망구성 장비가 국사

밖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또한 고객이 체감하는 현재의 고장위치가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가 지리정보시스템의 도

입으로 쉽게 고객의 현재위치와 망 장비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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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도출한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운용중인 고장관리시스템에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KT 고장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KT

는 GIS 의 도입을 통해 고객의 이동성 및 국사 내외부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망장비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GIS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응용 개발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TT 의 성격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

였다. 이는 전문 BPM도입 단계는 아닌 초보적인 BPM 관리 단계로 Business Process를 자산

화하여 관리하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RCA 를 위하여서는 현재 고객이 접속한 망구성도를 실시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세

션정보를 활용하여 E2E 망구성도를 실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시험기능을 GUI상으로 쉽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KT 는 지속적으로 WiBro 고장관리 이슈에 대해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WiBro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고장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KT 고장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지 살펴봄으로써, WiBro 고장관리 체계 및 고장관리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기

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기반의 차세대 운용관리방안 및 BPM 기반

의 고장관리 운용방안 연구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SOA 기반의 차세대 운용관리구조

를 연구 중이며 현재의 KT 내 초기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단계를 고도화하여 사용자 

expertise 를 룰로 정의한 룰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관리기반의 운용관리구조에 대해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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