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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버전스(Convergence)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단말을 기반으

로 한 서비스 제공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단

말이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결정짓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관리에 맞춰져 있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전통적인 관심을 단말관리(Device 

Management)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의 단말관리 기능은 펌웨어 관리(Firmware 

Management), 자동개통(Auto Provisioning), 원격진단 및 제어(Remote Diagnostics and 

Control), 상태 및 장애감시(Status and Fault Monitoring) 등 단순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영역에 머물렀으나, 최근 서비스관리, 사용자 성향관리(User Preference 

Management) 등 그 적용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단말관리 동향과 사용자 경

험혁신 도구로써 단말관리 기술의 활용사례를 통해 운용관리에 있어서 단말관리의 시스템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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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과 서비스 환경의 변화 
 

과거에 통신 서비스는 전화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무선망을 이용한 무선 음성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단일하고 고정적인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

공받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결정짓는 환경에서 통신 

사업자의 관심은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새롭고 다양한 사용자들의 컨버전스 서비스 요구와 단말 제조기술의 발전은 사용자가 언제, 어

디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단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으로 서비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그림 1. 단말과 서비스환경의 변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단말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개인화 및 이동성 등 편리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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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다각화와 서비스 전략의 다양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단말 설정 

및 서비스 사용의 복잡도 증가,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오류 등의 사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업자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즉,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단말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고객접점에 위치함으로써, 네트워크는 더 이상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망 운용관리에 있어서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관

리(Device Management)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1].  

 

2. 단말관리(Device Management)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말관리(Device Management)는 서비스 단말에 대한 원격관리에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 프로토콜, 표준들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서비스 단말(Device)과 단말관리시스템

(Device Management System; DMS) 사이에 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원격에 있는 단말의 관리객체(Managed 

Objects; MOs)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2]. 이를 통해 사업자는 단말의 상태/성능 및 변

경사항에 대한 조회, 주기적 또는 즉시적인 통지(notification)기능을 통한 단말 자동개통,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배포,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원격진단 및 제어 등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관

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과 동시에 프로세스 자동화/단순화, 개통/AS 비용의 절감, 고객 충성도 

증가,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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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말관리 개념도 

 

단말관리 프로토콜은 단말관리서버와 단말관리 클라이언트간에 명령과 응답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약으로, 유선 단말관리 표준인 Broadband Forum의 TR-069[3]와 무선 단말관리 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의 DM(Device Management)[4] 이 국제 표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WiMAX 

Forum1, Femto Forum2, DMF(Device Management Forum)3, TMF(Telecommunication Management Forum)4

본 고에서는 단말관리가 무엇이며 단말관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기술하고자, 3 장에서는 단

말관리 표준과 솔루션 동향분석을 통해 단말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4 장에서는 실제적인 단말관리 활

용 사례를 통해 단말관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사업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의 도래와 함께 단말관리의 역할변화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등의 

표준화 단체에서 무선, 유선, 융합환경에서의 단말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1 WiMAX Forum, www.wimaxforum.org 
2 Femto Forum, http://www.femtoforum.org/femto/ 
3 DMF(Device Management Forum), www.devicemanagement.org 
4 TMF(Telecommunication Management Forum), www.tm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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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말관리 동향 
 

1) Broadband Forum TR-069 표준화 동향 

 

Broadband Forum 은 BT, AT&T, NTT, Motorola 를 포함한 전 세계 200 개의 통신 사업자들이 

Design(Architecture & Transport), Operate(Operations & Network Management), Test(Testing & 

Interoperability), BroadbandHome, Broadband Forum Copy Editor 등 5 개의 워킹 그룹에 참여하여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 1998 년 DSL Forum 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표준화의 범위를 광(Fiber) Access 

Network 구조와 홈 네트워크 표준화, IPTV, QoE(Quality of Experience), FMC, Set Top Box 관리와 자동설

정(Auto-configuration) 등 Broadband 서비스의 배포와 관리영역까지 확대하였다. 

Broadband Forum 의 단말관리 표준은 그림 3 과 같이 CPE 와 ACS(Auto Configuration Server)간 통신 메

커니즘을 원격 프로시져 호출(RPC; Remote Procedure Call) methods 와 Rules 로 정의하고 있는 TR-069 와 

관리 대상이 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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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06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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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064, TR-133: 
LAN side CPE 

Mgmt

TR-098 Amendment 1: 
Internet Gateway 

Device (IGD)

TR-111: Remote Mgmt 
of home devices

(TR-069 pass-thru)

TR-069 Amendment 1: 
WAN-side CPE Mgmt 

Protocol (CWMP)

New! TR-135: 
STB 

Object model

IP STB

OSS/BSS

Auto-Configuration 
Server (ACS)

Call
Center

PD-128, WT-123:
TR-069 Testing

WT-131, WT-132: 
ACS Northbound 

Interface

NEW! TR-140: 
Storage Data 

Model

Home Media 
Server

New! WT-142: 
TR-069 Framework for PON

Residential 
Gateway (RG),

FTTx ONT

New! TR-143: 
Throughput  

Performance Testing

VoIP

Policy

TR-124/TR-068: 
Gateway/Modem 

Requirements

TR-122: ATA 
Requirements

’ 

그림 3. Broadband Home 분야 관련 표준화 범위 

 

TR-069 와 관련된 표준화는 BroadbandHome WG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홈 네트워크에서 단말들을 정

의하고 서비스의 배포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목적이다. 2008 년은 TR-069 표

준의 범용화를 위해 Femto Forum, Digital Broadcasting(DVB)5, Home Gateway Initiative6

 

 등과의 공동작

업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단말 요구사항들에 대한 많은 변경이 진행되었으며, 2009 년에는 Northbound 인

터페이스에 대한 정의와 요구사항, 원격관리 주소에 IPv6 가 도입됨에 따른 영향 산정, IPTV 자가설치 

Best Practice에 대한 White paper 작업등이 진행되고 있다[5]. 

2) OMA-DM 표준화 동향 

OMA(Open Mobile Alliance)는 2002 년 6 월 전 세계 약 200 개의 주요 모바일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되었으며, SyncML Initiative 와 WAP Forum 을 포함한 관련 표준화 단체들을 통합하여 상호운영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전반에 대한 Enabler 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ITU, IETF, W3C, 3GPP, 

3GPP2 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참고로, 2007 년 

iSupply 의 조사에 의하면, 2006 년에 출시된 세계 주요 모바일 폰의 89%가 OMA-DM 을 지원하고 있고, 91%

의 모바일 사업자가 OMA-DM을 구현하고 있다[6]. 

 SyncML 의 주요 스펙 중 하나인 SyncML DM 이 OMA-DM 으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

말 및 단말 응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것을 목

                                                           
5 The Digital Video Broadcasting Project (DVB), www.dvb.org 
6 Home Gateway Initiative, http://www.homegateway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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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OMA의 DM WG이 활동하고 있다. 

OMA-DM 규격은 (그림 4)와 같이 단말관리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의한 기본규격과 다양한 단말관리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객체(MO; Managed Object)를 정의한 부가(Silo)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송 

바인딩이나 SyncML의 기본 명령어는 OMA-DS 규격을 준수한다.  

 
(그림 4) OMA-DM 규격 구성 

 
OMA-DM 의 규격은 각 Work Item 별로 요구사항을 기술한 RD(Requirement), 전체 DM 구조에서의 위치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기술한 AD(Architecture), 상세 명세를 기술한 TS(Test Specification) 문서로 구성되

어 있으며, 표 1은 현재까지 진행된 표준문서의 이름 및 버전을 나타내고 있다. 

OMA 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 워킹그룹 미팅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WID(Working Item Document)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며, 멤버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TP(Technical Plenary)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이 되

면 Permanent Document 가 되는 것이다. 이후 BoD(Board of Director)의 승인을 거쳐 Candidate Enabler 가 

되고, public review가 진행된 후 최종 승인을 거쳐 정식 Enabler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2008년 6월 단말관리를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정의한 10개의 기술 스펙과 5개의 지원파

일을 포함한 OMA-DM Enabler 1.2.1 를 승인하였으며, 현재 1.3 에 대한 표준화 작업 및 Converged DM 에 대

한 요구사항을 수용한 2.0 스펙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7]. 

 

표 1. OMA-DM 규격 개요 

기본규격 부가규격 
DM Protocol: DM 서버와 단말간의 
통신 프로토콜 정의 

FUMO(Firmware Update Management Object):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 객체 및 인터페이스 정의 

Representation: DM 메시지의 구성요
소 및 스키마 정의 

SCOMO(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Object):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 관리를 위한 관리객체 및 인터페이
스 정의 

Tree and Description: 단말관리 데이
터의 내부 표현방식 정의 

Diagnostics & Monitoring: 단말 장애정보의 수집, 전송, 
진단, 원격 제어를 위한 메커니즘 정의 

Standard Object: 필수 단말관리 객
체 정의 

ConnMO(Connectivity Management Object): 네트워크 
접속성 설정을 위한 관리 객체 및 메커니즘 정의 

Security: 단말관리 메시지 보안 방
법 정의 

Scheduling: 스케쥴 기반의 단말관리를 위한 관리 객체 
및 메커니즘 정의 

BootStrap: 신규 단말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 정의 

Web Service Interface: DM 서버와 외부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의 

Notification: 단말관리 세션의 시작
을 알리는 메시지 전송방법 정의 

Smartcard: 단말기에 장착된 스마트카드 기반의 단말 
관리를 위한 관리 객체 및 메커니즘 정의 

 

3) 공급자/사업자 동향 

 

유무선 환경에서 단말기반의 서비스가 증가하고, OMA-DM 및 TR-069 등 단말관리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해 표 2 에서와 같이 단말관리 솔루션의 도입

을 서두르고 있다. Mobile 단말의 경우 OMA-DM 표준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VoIP 

및 IPTV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VoIP 전화, IPTV STB 의 원격관리를 위해 유럽에서는 Broadband 포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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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069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SNMP를 중심으로 단말관리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무선분야에서는 펌 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FOTA(Firmware Over The Air) 서비스와 사

용자 단말의 주소록, SMS, 사진 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분실 시에 원격에서 단말 사용을 방지

(Lock)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WiPe)하는 Lock & Wipe 서비스가 단말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주요 동

기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7 년 11 월 SK 텔레콤이 최초로 단말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상용화 한 

이후, KT와 LGT도 연이어 단말관리 솔루션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8]. 

유선 분야의 경우, KT 가 2005 년부터 VoIP 폰 및 IPTV STB 에 대한 자동개통,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원

격관리를 위하여 단말관리 솔루션을 적용한 이후, LG 데이콤과 SK 브로드밴드도 VoIP 단말의 자동개통을 

위하여 단말관리가 도입되었다. 

 

표 2. 단말관리 솔루션 공급자 및 사업자 동향 

구분 공급자/사업자(시스템) 적용 단말  프로토콜 주요기능 

해외 

Motorola(NBBS) 
Mobile , VoIP 

IPTV STB, HG 

OMA-DM, TR-

069 

FoTA(Firmware over The Air), 

Provisioning, Diagnostic/Fault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Enterprise Management(BSS/OSS 연

동) 

Mformation, IBM(WEDM), 

HP(Bitfone), Innopath, 

RedBend, NoKia 

Mobile OMA-DM 

국내 

KT 
Mobile , VoIP 

IPTV STB 

OMA-DM, TR-

069, SNMP 

자동개통, 펌웨어업그레이드, 원격진

단/모니터링, 장애관리, 품질관리 

SK 
Mobile , VoIP 

IPTV STB 

HTTP, SNMP, 

TR-069 

펌웨어 업그레이드, 자동개통(TCP) 

원격조회/제어(SNMP) 

LG Mobile, VoIP SNMP 
펌웨어 업그레이드, 자동개통, 단말 

원격 설정 

 

4. 단말관리 활용 사례 
 

1) 자동/자가 단말개통(Auto/Self Device Provisioning)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단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단말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림 5 의 (a)와 같이 작업자들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의 개통방식은 사

업자에게 단말개통을 위한 작업자 교육비용 증가, 개통을 위한 출동비용 증가, 휴먼에러의 가능성 증가에 

의한 비용 증가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영업관리
시스템

작업관리
시스템

VoIP전화

1.서비스 접수

2.작업명령

작업자

3.작업할당

4. 현장 개통작업
•네트워크 확인
•VoIP 단말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통화 시험
•품질 측정
•개통 완료보고

펌웨어
서버

접수 센터

       

접수 센터

영업관리
시스템

단말관리
시스템

1.서비스 접수

2.작업명령

VoIP전화

펌웨어
서버

4.네트워크
연결

고객

3.택배
배송

5.자동
개통

 
(a) 수작업에 의한 VoIP 개통 프로세스                     (b) VoIP 자가개통 프로세스 

그림 5. 단말관리 도입을 통한 개통 프로세스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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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 의 (b)와 같이 사용자가 단말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정

보(서버정보, 계정정보, 부가정보 등)를 작업자가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 없이(Zero-Touch deployment), 단

말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Auto-Configuration)하고 활성화(Service Activation) 시켜줌으로, 사용자

가 신청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Ready-to-Service)로 만들어 주는 것을 자동개통(Auto 

Provisioning)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직접 단말을 개통시킬 경우 이를 자가개통(Self-Provisioning)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VoIP 단말 개통작업은 표 3 와 같이 네트워크 확인, VoIP 단말 설정, 펌웨

어 업그레이드, 통화시험, 품질측정, 개통 완료보고 등 6 단계의 작업과정을 거치지만, 단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림 6과 같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6단계의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3. VoIP 단말 개통절차 

단계 작업과정 작업내용 

1 단계 네트워크 확인 
단말이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IP 를 할당 

받았는지를 확인 

2 단계 VoIP 단말 설정 

단말에 호 처리 서버 정보와 사용자 계정을 설정 

- 설정항목: 호 처리서버 주소/포트, SBC 서버 주소/

포트, 도메인, UA 아이디/패스워드, 서버 등록주기 

3 단계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서버에 접속하여 최신의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고 업그레이드를 수행 

4 단계 통화시험 
단말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호 처리 서버에 

등록이 완료되어 통화가 가능한지를 확인 

5 단계 품질 측정 품질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품질 측정 

6 단계 개통완료 처리 
최종적으로 개통완료를 영업관리시스템으로 통지하고 

과금을 시작 

 

VoIP전화
접속인증
서버

1. IP 요청(DHCP option 60)

펌웨어
서버

6. VoIP 설정(호처리서버, 사용자계정) 

2.접속인증

단말관리
시스템

4. 네트워크 접속 통지(MAC 주소, IP주소, 개통상태)

3. IP 할당

5.단말인증

호처리
서버

7. SIP 등록요청(사용자계정)

8.서비스인증9. SIP 등록성공(200 OK)

10. SIP 등록성공통지

12. 펌웨어업그레이드명령

13. 펌웨어다운로드요청(HTTP)

14. 펌웨어다운로드

15.펌웨어업그레이드

16. 업그레이드완료통지

20.개통완료
처리

17. 통화 (Call) 시험

19. 통화완료통지(품질정보)

18.품질측정

11.펌웨어
버전확인

 
그림 6. 단말 자동개통 절차 

 

먼저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DHCP Discovery 메시지를 전송하고, IP 할당 과정을 거친다. 이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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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증 서버는 해당 단말이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말로서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접속인증 과정을 거친다. 

접속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DHCP 서버는 IP 를 할당한다. IP 를 할당 받은 단말은 단말관리 시스템으

로 네트워크 접속 통지를 보낸다. 이때 MAC 주소와 IP 주소, 개통상태(개통된 단말일 경우 전화번호 or 미

개통)를 함께 전송한다.  

단말관리시스템은 수신된 MAC 주소를 이용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배송된 MAC 리스트에서 고객을 탐색하

는 단말인증 절차를 거친다. 일치하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면, 호 처리서버 주소/포트, SBC 서버 주소/포

트, 도메인, UA 아이디/패스워드, 서버 등록주기 등으로 구성 되는 개통정책을 생성한다. 개통정책 중에서 

호 처리 서버는 부하분산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관리 서버는 IP 주소와 사용자의 

주소를 고려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말 설정이 완료되면, 호 처리 서버로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인증 절차를 거친다. 

서비스 인증은 단말이 전송한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공하면 단말에게 단말의 펌웨어 

버전 정보와 함께 서비스 인증 성공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단말은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단말의 버그나 오류를 수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

지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VoIP 전화는 단말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모든 이벤트(통지)에 단말의 펌웨어 정보

를 전송하도록 정의하였다. 초기 개통과정에서, 단말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인증이 완료된 단말로부터 전송

된 인증완료 메시지 내의 펌웨어 정보를 최신 펌웨어 버전과 비교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펌웨어 

업그레이드 명령을 단말에 전송한다. 단말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명령을 수신하면, 펌웨어 서버에 HTTP 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한다. 단말관리 Agent 는 업그레이드 수행 시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

드 상태를 단말관리 서버에 전송하도록 정의하였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단말관리 시스템에 

완료통지를 한다. 

이후에 VoIP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시험을 실시한다. 즉, 단말관리 시

스템이 단말에 통화시험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전송하면, 단말은 사전에 약속된 품질측정 서버로 호를 설정

하여 통화를 하고, 측정된 품질정보를 단말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단말관리 시스

템은 수작업에 의해 진행되던 6 단계의 모든 확인절차를 자동으로 완료하고, 영업관리시스템으로 최종 개

통완료 처리를 통보함으로써 자동개통 절차를 마치게 된다. 

 

2) 소프트웨어/펌웨어 관리 및 배포(Software and Firmware Management and Delivery) 

 

일반적으로, 단말의 소프트웨어(Software)나 펌웨어(Firmware)는 하드웨어와 달리 오류(Error)나 버그

(Bug)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펌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

에 이를 배포하는 작업은 비용증가, 사용자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의 배포되어 있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버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오류나 버그의 해결, 신규기능의 추가를 위한 업데이트된 버전의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사용자의 단말에 배포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프

트웨어 및 펌웨어 배포라고 한다.  

 

단말관리 서버

VoIP전화

펌웨어 서버

1.1 펌웨어 등록

제조사

검증자

1.2 펌웨어 검증

1.3 펌웨어 업로드

2.1 버전정보
통지

2.2 업그레이
드 명령

2.3 업그레이드

 
그림 7. 소프트웨어/펌웨어 관리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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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관리를 위하여, 단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펌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목록

과 버전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이벤트가 발생 시 또는 단말이 재부팅 될 때 반드시 해당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버전정보를 단말관리 서버로 전송하도록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단말관리서버는 해당 단말의 

펌웨어/소프트웨어 버전을 체크하여 펌웨어/소프트웨어 서버에 존재하는 최신 버전 보다 낮으면, 단말에 

펌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단말은 단말관리 서버에서 지정한 펌웨어/소프

트웨어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펌웨어/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이러한 펌웨어 관리 프로세스

를 통하여 단말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원격 펌웨어/소프트웨어 배포는 물론 시스템 별, 단말제조사 별, 모

델 별, 펌웨어 버전 별로 통계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3) 상태 및 장애감시(Status and Fault Monitoring)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끊김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단말의 상태를 주기적으

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백만 개에 이르는 단말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NMS 가 사용하는 주

기적인 폴링(Polling) 방식은 서버의 부하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벤트 방식(Event 

Driven)의 상태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고객 단말로부터 미리 정의된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수신함으로써 단말의 상태 및 성능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예로, 기본적인 단말

정보(IP 주소, ON/OFF 상태, 제조사, 모델, 버전)와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성능정보를 수집 관리 

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별, 서비스 모듈 별 상태 관리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ON/OFF 상태의 실시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말에 제어 명

령을 내려야 할 경우 장치의 ON/OFF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명령을 내린다면 OFF 상태인 단말은 응답이 없

을 것이며, 이 때 관리서버는 단말이 꺼져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인지 이상이 생겨서 응답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Heart Beat 이벤트를 ON/OFF 관리에 

이용한다. 단말관리 시스템은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신하기 때문에 한 서버에서 이벤트 

수신부터 데이터의 가공/처리 및 연동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집서버와 응용서버로 분

리하여 수집서버에서는 모든 단말로부터의 이벤트를 수신한 다음 단말관리 프로토콜에 맞게 메시지를 파싱

하여 의미 있는 정보만을 필터링 하여 응용서버로 올려 보냄으로써 응용서버가 처리하는 부하를 덜어주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8 은 단말의 ON/OFF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단말로 오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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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벤트를 이용한 단말상태 관리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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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진단 및 제어(Remote Diagnostics and Control) 

 

원격진단 및 제어 기능은 주로 사용자의 불만, 즉 VoC(Voice of Customer)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응대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된다.  

사용자의 VoC 를 해결하는 단계는 그림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진단, 제어, 이력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진단기능은 먼저 Ping 이나 Trace Route 기능을 통해 단말이 현재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이후에 단말의 서비스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서비스 인증이 실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비스 계정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한

다. 진단 결과에 따라 단말의 이상상태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 단말의 재시작, 서비스 재설정, 단말 초기화 등의 원격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상태이력, 성능이력, 장애이력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 단말의 이상유무

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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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진단 및 제어 

 

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단말관리 활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운용관리에 있어서 단말

관리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유동 IP 를 사용하는 단말

에 대한 IP 자원관리와 네트워크 상태확인과 같은 단순한 진단기능, 펌웨어 버전/업그레이드 등 단순한 자

원관리(Resource Management)를 목적으로 단말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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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말관리 기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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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VoIP 및 IPTV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단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통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으

며, 단말개통을 위한 복잡도 및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개통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자가개통을 적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단말에 복수개의 서비스가 운용되고 사용자의 요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한 자원관리

만으로는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래서 단말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태관리

(인증상태, 서비스 품질 등) 및 원격 서비스 설정, 단말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등 서비스 관리

(Service Management)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공유기의 증가에 따라 NAT 환경

에 존재하는 단말 제어를 위한 메커니즘도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유무선 컨버전스와 홈 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i-phone 과 같이 하나의 단말에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폰의 증가, 서비스 이동성(Service Mobility)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증가 등

의 변화는 단말관리 기능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단말의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말

에서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응용프로그램 및 나아가 컨텐츠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SW 

Component Life Cycle Management)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으며, 단말관리 시스템에 의해 축적된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이용성향 관리(User Preference Management)에 응용하는 등 단말관리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단말관리 시스템의 운용품질 정보(고장정보, VoC 정보, 성능정보 등)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결정 및 자원분배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 라이프사이클 관리(Device Life Cycle Management)에 대한 요

구도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 제어, 프레전스, 핸드오버, 마케팅, 광고 등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

고 관리하는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영역까지 그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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