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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망 사용자 단말기의 멀티미디어화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와 서비스 제공자의 신속
한 신규 서비스 제공, 통신망 사업자의 통신망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및 유지보수의 추구, 
통신 시장의 개방화로 인한 복수 사업자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에 따
라 앞으로의 통신망은 점점 복잡해지므로, 신규 서비스의 능동적인 수용과 효율적인 통신
망 관리를 위한 새로운 통신망 구조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통신망과 서비스를 통합하
여 관리하는 새로운 통신망 구조 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요소 기술인 분산처리 환경 기술과 
객체지향  모델링 및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통신망을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모델로 구조화
한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인 TINA(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Networking Architecture)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망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정보 통신망 구조 정립을 위한 요구 및 고려 사항의 도출과 이를 토대로 하여, 개
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개방형 정보 통신망에서의 통신망 관리 
기술과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 소개한다. 

 
1. 개방형 정보 통신망의 출현 

 
통신망의 진화 발전 형태를 보면, 정보 통신

망은 현재 초고속 정보 통신망 근간이 되는 B-
ISDN 을 비롯하여 위성망, 이동 통신망, 방송망 
등의 개별 통신망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들 개
별망과 통신 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긍극적으
로 응용 서비스 통합과 요소 기술 발전으로 서로 
복합 및 통합되어 테라급 전송과 UPT(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 서비스가 용이한 차세
대 통합망(Full Service Network: FSN) 형태로 진화
가 예상된다.  따라서 차세대 통합망의 진화 발전 
방향과 현재의 통신망 사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와 망 사용자 단말기의 대용량화, 고기능의 
멀티미디어화 추세, 통신망 사업자의 효율적인 유
지 보수 및 운용의 추구와 복수 사업자화 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전개되는 통신망은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
며, 이렇게 통신망이 복잡해 질수록 망 관리 및 
새로운 서비스 수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효
율적인 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
을 해결해야 한다.  
통신망 사용자의 요구와 통신망의 발전에 따

라 통신망의  보다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의 도
입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통합 및 표준
화등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멀티미
디어 서비스와 이동형 서비스, 다자간 연결(Multi-
party, Multi-connection), 효율적인 통신망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초고속 통신망을 근간으로 하며, 미
래의 차세대 통합망을 대비하는 통신망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일관성 있는 구조 정립을 필요로 
한다.  
기존 통신망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능망(IN, AIN)은 기존의 전화망에 새
로운 서비스 제어 개념을 도입하여 신속한 서비
스 도입을 추구하고 있으며, 망 관리 측면에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신망 관리 서비스 위주인 TMN 도입이 실현화
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망과 TMN 은 결국 사용자
의 한정적인 서비스 정의와 통신망의 운용을 위
한 관리 서비스만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통신망에서는 신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관리와 망 관리 등의 측면이 고려되는 통
합된 통신망 구조에는 한계성을 가지므로, 이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신기술을 부가하여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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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념의 통신망 구조 정립이 필요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새로운 통신망 구조 정립을 위한 
여러 연구 중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손쉽게 통신
망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축하게 될 
ATM 기반의 초고속 통신망에 쉽게 적용이 가능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기존의 통신망에 큰 변화를 주지않고, 망구성 장
치에 크게 의존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구조로 통
신망 구조를 정립한 TINA(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Networking Architecture) 연구에 많은 관
심을 끌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망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각 단

계별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통신망 
구조를 설정하기 이전에 기존의 기술력으로 해결
에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 이를 위한 여러 관점에 
따라 통신망 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신망 구조의 요구 
사항에 합당하며, 신규 서비스의 적용에 따라 쉽
게 진화될 수 있는 통신망 구조를 정립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검증을 필요로 한다.  80 년대 후반 
미국 Bellcore 의 INA(Information Networking 
Architecture)  연구에 기반을 둔 개방형 통신망 구
조 연구는 기존의 통신망 기술들을 충분히 수용
하고, 앞으로의 신규 서비스를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통신망 구조를 위하여, 분산처리 환경

(Distributed Processing Environment: DPE)상에서 객
체(Object)단위로서 통신망 관리 객체와 서비스 관
리 객체를 공유하거나 접속이 가능한 새로운 개
념의 소프트웨어 계층적 구조로 개방형 정보 통
신망 구조(일명 TINA, 이하 개방형 통신망)를 모
델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서  개방형 통신망은 
통신 서비스, 통신망 자원 관리의 설계, 개발 및 
구축에 관련되는 논리적 기본 구조와 원칙을 제
시하므로서, 효율적인 망 관리와 객체 기반의 기
술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으로 신속한 신규 서비
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근
간으로, 종래의 통신망 위주의 신호 구조보다는 
개별 통신망 사용자 위주로 진화 가능한 유연한 
호 연결 모델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새로운 개방형 통신망 

구조의 정립에 따른 요구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
고, 통신망 관리 관점에서 개방형 통신망과 TMN
의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 장에서는 개
방형 통신망 구조를 정보 모델과 분산처리 환경
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망 관리 측면에서 미래의 
통신망 구조에 대하여 요구 사항과 고려 사항들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차세대 통합망의 정보 통
신망 구조인 개방형 통신망의 기능 구조를, 4장에
서는 통신망 관리 측면에서 개방형 통신망의 관
리 구조를 살펴본다. 5 장에서는 개방형 통신망에
서의 통신망 관리 기능과 TMN 기술 간의 관련성
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방형 통신망에
서의 통신망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린다. 

 
2. 개방형 통신망 구조의 요구 사항 

 
2.1 요구 사항 

 
새로운 통신망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앞

으로의 기술 발전의 추세와 기존 통신망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와 미래의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 간의 연동, 상호 호환성 및 제공될 서비스에 
따라 통신망과 서비스 관리 간의 통합, 연동 기술 
등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통신망 구조 
정립을 하기 위해서 주요 기술적 요구 사항과 고
려 사항을 살펴보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통신망 구조로 적용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며, 새로
운 통신망 구조가 정립되었을 때 통신망의 구성
원인 Stakeholder(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제공 사업
자,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개발자 등) 들이 다음
의 12 가지 요구 및 고려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고 개방형 통신망 구조 기술을 표준
화하는 단체인 TINA 컨소시엄에서 제시하고 있
다. 
 
-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 
- 응용 소프트웨어의 재사용(Reusability) 
- 응용 소프트웨어의 분산(Distribution) 수행 
- 새로운 서비스 수용성 
- 다양한 관리 서비스 제공 
- 컴퓨팅 환경과 하드웨어의 독립성 
- QoS(Quality of  Service) 
- 확장성(Scalability) 
- 보안성(Security) 
- 기존 통신망과 호환성 
- 자원관리 권한의 일반성 
- 검증 시험성(Conformance testing) 

 
개방형 통신망 구조의 요구 사항 중 응용 소

프트웨어의 재사용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분산 수
행은 중요한 장점에 속한다. 기존 통신망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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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 관리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규격, 실시간 코드 및 환경을 재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컴퓨팅 환경과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한 통신망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통신망에서도 새로운 통신망 구조의 서비
스와 통신망 관리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사용의 관점에서  수행 서비스의 응용 소프트
웨어가 노드의 위치에 관계치 않고 분산처리 환
경 상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객체지향 설계 및 프
로그램 기법으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는 개방
형 분산처리 환경에서 개방형 개념의 응용 소프
트웨어가 수행되는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장점은 기존의 TMN 에서 통신망 간의 접속점을 
정의하고, 이기종의 운영 체제에 따른 접속 등의 
원칙들이 분산처리 환경으로 수용하므로서, 동일
한 통신망 관리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운영되
고 개발되어 투자나 개발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운용과 관리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통신망 구조를 기존의 통신망에 적용

하는 경우, 개방형 통신망 구조에 대한 적절한 기
술적 구조 검증과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시험
이 요구되며, 몇가지 새로운 응용 및 관리 서비스

를 도출하여 새로운 통신망 구조에 적응하므로서 
객관적인 검증 역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서
비스 측면에서 전체적인 프레임, 개발 방법론, 서
비스 관리 및 통신망 관리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를 검증, 시험하는 방법 등이 요구 사항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통신망 구조의 정립을 위하여 상기의 

12 개의 기술적 고려 사항과 요구 사항을 만족할 
때 차세대 통합망에 개방형 통신망  
구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며, 각 요구 사항 항목
에 따른 요소 기술의 발전 방향 간의 관계는 표 
1 과 같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개방형 
통신망구조를 위하여 TINA 컨소시엄에서는 지난 
'93 년부터 구성되어 통신망 구조 정립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통신망 관리 측면에
서 요구 사항은 표 1의 1, 3, 5, 10 항목에서 기존
의 통신망과 플랫폼 간의 상호 호환성과 분산 처
리 환경에서 통신망 관리 기능의 동일 플랫폼 구
축 및 분산 관리 기능, 신규 관리 서비스 수용등
에 관한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2.2. 요구 사항의 방향 

 

Trends (*) Objectives 
1 2 3 4 5 6 

1 Interoperability       
2 Reusability of Application Software       
3 Distributed Execution of Application       
4 Support of New Types of Service       
5 Support of Management       
6 Independence from Computing Environment & 

Hardware 
      

7 Quality of Service       
8 Scalability       
9 Security       
10 Compatibility with Existing Networks and Services       
11 Flexibility against Regulation       
12 Conformance Testing       

(*) 1. Diversification of market demand, 2. Globalization of services, 3. Competition/Cost reduction/Time-to-
market, 4. Multi-vendor environment, 5.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6. Increased capabilities in the 
customer domain 

표 1: 통신망 구조 정립에 따른 요구 사항과 기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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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통신망 구조 정립은 미래의 서비스 
진화 방향과 통신 기술 발전의 추세, 통신망의 진
화, 표준화 연구활동 방향에 따라 통신망 구조 요
구 사항을 도출하여 구조를 정립한 후, 정립된 구
조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
로 개방형 통신망 구조와 이에 관련된 기능, 개발 
환경 등의 세부 규격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고 있다. 통신망 구조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신
망 기술로서 기존의 통신망에 바로 적용하기 보
다는 여러 가지의 기능 구조들을 세부적으로 정
립하며, 단계적으로 이들의 기술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수행한 후, 정보 통신망 기능 구조를 완성
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방향으로 
TINA 컨소시엄에서는 개방형 통신망 규격을 컨
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으
며, 일부에서는 연구된 결과를 참여기관 내부 혹
은 국제적으로 공동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검증하
고 있다. 지난 '95 년 10 월 스위스 제네바 
Telecom’95 에서 개최되었던 TINA World Wide 
Demonstration(WWD) 시연이나, 오는 ’98 년 
Interop 에서 가지는 TTT(The TINA Trial) 시연도  
TINA 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TINA 
컨소시엄에서 계획하였다. 
새로운 통신망 구조를 정립할 때는 특정한 

통신 사업자만을 위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만을 위
한 망구조 정립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통
신망을 이용하고 운용하는 모든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Stakeholder 등을 만족해야 한다. 지능망은 서
비스 관점으로 통신망 사업자 위주의 편협된 방
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TMN 은 통신망 사업자와 
통신 장비 사업자들의 방향에서 망관리 서비스 
관점에 집약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통신망은 사용자, 통신 사업자, 서비스 제
공자와 개발자 등을 총칭하여 Stakeholder 라는 관
점에서 통신망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관점에
서 통신망 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개방형 통신망의 장점으
로 규정된다.  
서비스 사용자(망 사용자)는 사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접속을 추구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고, 손쉬운 서비스 개발로 서비스를 제공하
여 시장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망 사업자
는 망 기능 향상과 논리적 구조 정립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망 자원을 공유하며 복수 사업자 간의 
연동으로 통신 시장을 확장한다. 앞으로 서비스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망 사용자와 망 운용자를 
위한 통신망 관리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신규 서
비스 사업자 창출을 유도하여, 균형 있는 통신시
장을 유지하는 구조로 그림 1 과 같이 상호 간의 
요구 사항 방향이 안정한 구조로 발전될 전망이
다. 

이러한 통신망 구조를 여러 관점에서 만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통신망 구조는 차세대 통합
망의 근간이 되는 ATM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초
고속 통신망에 새로운 서비스를 손쉽게 망에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통신망에 큰 변화 
없이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따라 망 정합 혹은 
연동을 위하여 망구성 요소장치에 크게 의존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구조로 통신망 구조를 정립이 
가능한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한 후, 요구사항에 적정한 통합된 개념의 
개방형 통신망 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3 개방형 통신망의 비전 
 
통신망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망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TINA 컨소시엄
에서는 망 자원과 서비스의 공용화로 신속한 신
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성능, 비밀성, 신속성 
보장과 QoS(Quality of Service)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통신망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종래의 통신망은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와 단

순한 서비스 제공과 망관리 정보를 통신망 사업
자 측면에서 접속을 탈피하여 서비스의 세계화
(Globalization)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진화의 기반
이 되는 통신망 구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제공자들의 효율적인 투자 비용을 유도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다

통신망

망 사용자
서비스 사용자

통신망 관리
서비스 제공자

통신 사업자
(망 운용자)

응용 서비스 제공자
응용 서비스 중개자

통신망 관리
정보 요구

서비스 정보
처리 요구

망관리 정보
공유 및 연동 

시장 확보
및 서비스 확대

응용 서비스
수용과 서비스 관리

동일한 망관리
플랫폼

정보공유
플랫폼

QoS와 통신망
연결의 차별화

그림 1: 사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에서 통신망의 요구 사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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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연결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게 사
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망관리 
및 운용 등은 결국 여러 사업자 간의 망관리 정
보의 공유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공유
를 위해서 이종, 복수 사업자 간의 공통된 통신망 
구조와 플랫폼 및 접속 절차가 필요하다. 

TINA 컨소시엄에서는 차세대 통합망의 정보 
통신망 구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속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 3 자의 서비스 제공 사업
자의 출현 지원과 서비스의 신뢰성, 비밀성 및 성
능 향상을 지원하며, 경비가 절감되는 망 관리 및 
운용과,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통신망 구
조에 대한 표준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목표와 변화되는 통신기 술의 환경을 위하
여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조로 실제의 통신망  정립 및 구축이 가능하다
고 결론짓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2.4 개방형 통신망의 표준화 연구활동 

 
개방형 통신망 연구의 모체는 '80 년도 중반

에 미국 Bellcore 의 INA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본
격적인 개방형 통신망 연구는 '88 년부터 TINA 워
크삽이 개최된 후 많은 통신망 사업자와 벤더들
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
다. TINA 컨소시엄은 ISS '92(일본 요코하마, 
'92.11.)가 개최된 후, Bellcore, BT, NTT 등이 추축
으로 구성되었다. TINA 컨소시엄은 국제적인 표
준화 단체로 참가회원은 통신망 사업자와 통신 
시스템 벤더, 컴퓨터 벤더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
었으며, 공식적으로 '93 년 1 월부터 국제 공동연
구를 시작하여 오는 '97 년까지 5 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방형 통신망 구조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할 연구 계획을 가
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적인 연구는 참여 회원
사로 부터 파견되어 구성되는 핵심 그룹 연구팀
(Core Team)에서 추진된다. 각 회원사의 파견 연
구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핵심 그룹은 
Bellcore 연구소(미국 Red Bank)에 모여 표준화 연
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의 연구 결
과를 통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보 통신망 구조 원
칙을 연구한다. ’98년 이후 컨소시엄은 표준화 활
동의 공개와 TINA Forum 을 운영하여 표준화를 
제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서 추진하는 주요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통신 서비스, 네트워킹과 자원 관리 등의 설계, 
개발 및 구축에 관련된 논리적 구조 원칙 규정 
- 새로운 통신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 제시 
- 새로운 교환 및 전송 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소
프트웨어 문제에 대하여 개방형 통신망 구조 상
에서 해결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신 
서비스, 관리 및 운용의 설계에 객체 지향 설계 
기법 적용 
- 미래의 통신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신호
(Signaling) 구조 제시와 기존의 통신망 위주의 신
호 구조보다는 개별 통신망 사용자를 중심으로 
진화 가능한 유연한 호 모델 지원 
- 연구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방형 
통신망 구조를 따르는 시범 응용 서비스 설계로 
서비스 예제 제시 
- 개방형 통신망의 적용을 위한 진화 방향과 이를 
non-TINA와 연동하는 방향 제시  

 
TINA 컨소시엄에서 핵심 그룹 팀이 구조 원

칙(Principle)을 정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여 회원
사들은 일련의 보조 연구과제(Auxiliary Project)를 
제안하여, 핵심 연구팀에서 정립된 구조 원칙들의 
검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세부 기능 구조 원칙들
의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방형 통신망 연구는 가능한 기존의 표준화

된 연구 결과와 새로운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기
반으로 참여 회원사들이 공개적으로 연구를 수행
한다. 각 개별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연구 결과들의 상호 일치성은 부분적으로 부
족하나, 가능한 하나로 일치화 시키도록 하면서 
기본 구조원칙을 정립해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
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TINA 컨소시엄 
회원사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95 년 말까지 컨소시엄에서 작성한 표준화 
문서의 구분을 그림 2 에 세부적으로 나타 내었다. 
개방형 통신망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관리, 서비
스 구조와 분산처리 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분산
처리 환경에서는 각 객체의 모델링과 분산처리 
환경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서
비스와 통신망 관리 분야는 각 서비스 및 통신망 
관리 구조 규격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해당 객체에 대한 NRA(Network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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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및 서비스 컴포넌트 규격을 TINA 
ODL(Object Defini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작성 
중에 있다.  

 
3.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 

 
3.1 개방형 통신망 구조 모델 
 
3.1.1 개방형 통신망의 기본 구조 

 
개방형 통신망의 구조는 망구성 장치(Network 

Element: NE)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여러 기능을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조로 기능화 되었다. 각 
망구성 장치에 분산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각 기능별로 서비스, 통신망 자원관리, 실제 망구
성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구조를 정립하였으며, 
이들은 응용 객체로서 개방형 통신망 구조의 응
용 서비스로 구성되며, 상호 간에는 객체 접속으
로 구성된다. 개방형 통신망 구조는 분산처리 환
경을 기반으로 망장치와 접속되는 통신기능을 담
당하는 NCCE(Nat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서비스 구조(Service)와 통신망관리 
구조(Network Resource) 개방형 통신망의 상위 계
층인 응용 서비스 객체(Management Services, 
Multimedia Services)에 대한 구조 형태로 그림 3과 
같이 나누어진다. 

 
3.1.2 개방형 통신망의 일반적 구조 

 
개방형 통신망의 일반적 구조는 소프트웨어 

계층적 구조로 기능을 객체화 하는 모델로 정립
된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모델은 논리적으로 서
비스나 통신망 관리 원칙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모델화가 필요하다.  

TINA 컨소시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위해서 
그림 4 와 같이 일반적 구조를 비롯하여 서비스 
구조, 관리 구조, 통신망 구조, 연산 구조
(Computing Architecture)의 5가지 구조로 구분하였
으며, 이를 의하여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립하였다. 

- 서비스구조  
통신 서비스의 설계, 규격, 구현과 관리에 관

련된 일련의 개념과 원칙을 정의하는 구조로 개
방형 통신망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는 통신 사업 
분야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래에 규정될 모든 형
태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해당 서비스로는 전화, 
화상회의, 데이터 통신 등과 같은 통신 서비스를 
비롯하여 앞으로 전개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
함한 응용 서비스들과 통신망 내부의 관리 서비
스, 정보 검색과 같은 정보 서비스 등을 말한다.   

 
- 통신망 구조  
통신망 자원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들을 제공

하며, 전달망의 설계, 규격, 구현과 관리에 관련된 
개념과 원칙을 정의한다. 이러한 망구성 요소들은 
다수의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 기능에서 이용될 
망관리 정보 자원들에 대한 논리적 객체지향 모
델을 제공하고, 자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추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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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제공하게 된다. 통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
으로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고, 대규모이며, 분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서, 분산처리 설계 기술을 
적용한다. 통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가장 큰 문
제는 대규모 시스템의 버전 및 구성 관리로서, 이
를 위해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적용한다.  

  
- 관리 구조   
관리 구조는 통신망, 분산 구조 및 서비스 관

리에 적용되는 개념과 원칙을 정의하며, 서비스, 
자원,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반 기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규격, 구현
에 관련된 관리 개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 연산 구조  
연산 구조는 통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분산 수용하고, 통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개방형 객체 모델링 개념을 이용하여 재
사용성, 상호 운용성 및 분산처리 환경을 설계, 
구축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의 플랫폼을 정의, 규
정한다. 또한 분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축하
는데 대한 개념과 원칙 및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
트웨어를 정의한다.  
이와 같은 5 가지의 구조는 서로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
지고 있다. 

 
3.2 정보 모델링 

 
개방형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들을 

객체로 정의하여 표현, 구현하므로서, 객체지향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객체를 대상으로 구조 원
칙을 규정한다. 따라서 개방형 통신망에서는 적용 
대상인 실체를 표준화된 RM-ODP(Reference Model 
of Open Distributed Processing)에서 규정하는 5가지 
모델에 따라 각각의 관점인 기업 관점, 정보 관점, 
연산 관점, 엔지니어 관점, 기술 관점으로 시스템
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링 개념을 사용하여 소
프트웨어적으로 표시한다. 

 
3.2.1 정보 모델 

 
정보 모델링은 통신망 관리 및 서비스 객체 

정보를 규격화하기 위한 실체와 이들 상호 간의 
접속을 모델화하는 것으로 정보 실체를 기술하는 
표기법으로는 GRM(General Relationship Model)과 

GDMO(Guideline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를 사용한다. TMN 이나 통신망 관리 분야
에서 GDMO 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규격을 재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통신망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GRM 은 객체 상호간 관계를 규격화 하도
록 정의하고 있다. 정보 모델을 표기하는 방법으
로, Bellcore의 INA 정보 모델, OSI-GRM, Object-Z, 
ODP등에서 제안한 많은 정보 모델이 있다.  
그러나  TINA 컨소시엄에서의 정보 모델은 
OMT(Object Management technique) 표기법을 기반
으로 하여 객체의 정의와 상호 객체 간의 접속 
기능을 보완한 정보 모델 방법을 제안하여 그래
프로 표기하는 방법과 텍스트 형태의 Quasi-
GDMO+GRM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 
연결 관리를 위해서 연결 그래프(Connection 
Graph)의 객체를 정의하여 서비스의 종단 사용자 
간의 통신망 연결을 망 연결(Network Flow 
Connection)로서 정의하여 연결 그래프로 객체화  
  

CPE-1

CPE-2

Terminal Flow Connections

Network Flow End Points

Network Flow Connection

Connection
Graph

 
 
 (a) 종단간 연결객체 개념도,            

 
Connection
Graph(CG)

Flow Connection
(FC)

Flow End Point
(FEP)

Flow Connection
Branch(FCB){Root FEP != leaf FEP}

1+

1+

root leaf  
 
(b) 종단간 연결 객체에 따른 연결 그래프 정보 
모델 
 
그림 5: 종단 사용자 간의 연결 관리 객체를 위한 
정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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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결 관리 정보를 모델링 하였다. 그림 5 는 
종단간의 연결 객체 개념과 연결 그래프의 정보 
모델을 OMT 방식으로 보였다. 

 
3.2.2 연산 모델(Computational Model) 

 
연산 모델은 정의된 정보 모델을 바탕으로 객체
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산 객체가 정의되며, 이들
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연산 모델로 표시한다. 
RM-ODP, OMG, ANSA, INA/OSCA에서 제시한 연
산 모델 방법이 있지만, TINA 컨소시엄에서는 
OMG IDL(Interface Description Language) 방식을 기
본으로 하여, TINA ODL(Version 2.4) 방식을 사용
한다. 연산 객체 간의 접속은 분산처리 환경 상에
서 이루어지며, 상호 간의 기능 제어와 통신 정보
의 흐름에 따라  오퍼레이션 접속과 스트림 접속
으로 구분된다. 이들간 접속은 일대일, 일대다중
의 연결 접속 기능을 가지며, 연산 객체를 여러 
개 모아서 관리하는 객체그룹 모델링으로 연산 
객체들을 별도로 구성하여 객체그룹 내 자체적으
로 연산 객체를 관리하는 기능도 가진다. 각 연산 
모델은 상호 간의 오퍼레이션 접속과 스트림 접
속을 가지며, 오퍼레이션 접속을 통하여 연산 객
체들 간의 메세지 정보의 흐름을 ETD(Event Trace 
Diagram)이나 상태 천이도로 표시한다.  
    그림 6 은 연결 관리 객체 중 각 망구성 장치
와 특정 영역(Domain)에서 사용자 종단 간의 연
결인 트레일에 대한 계층적으로 정보모델로 모델
화하여 각 정보 모델을 네트워크(Network 
Management Level)와 소자 레벨(Element 
Management Level)의 연결을 지원하는 연산 객체
간 접속을 보여주는 예로서, 연산 객체 간에 접속
을 표시하였다.  
 
3.2.3 엔지니어링 모델 

 
엔지니어링 모델은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다

수의 컴퓨팅 노드에 실제 분산되는 단위 모듈로
서 시스템 구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모델은 분산처리 환경에 포함된 객체들의 기능을 
정립, 규정한다. 모든 컴퓨팅 노드들의 분산처리 
환경은 커널 전달망(Kernel Transport Network: KTN)
으로 상호 연결되므로서 오퍼레이션 접속에는 별
도의 문제점이 없이 연산 객체 간의 상호 간의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엔지니어링의 설치 개념은 분산처리 환경 상 

 
(b)  연결관리 연산 객체 모델링 

 
그림 6: 연결관리 기능의 연산 객체 구성 

 
에서 연산 객체의 운용을 클러스터(Cluster), 캡슐
(Capsule), 노드의 3 가지 관점의 엔지니어링 단위
로 이루어진다. 클러스터 관점은 연산 객체들이 
같은 부류의 기능을 가지면서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호간 
그룹핑이 가능하여 동일 환경 혹은 동일 캡슐, 노
드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엔지니어링 관점이다. 캡
슐은 노드의 부분 집합으로 컴퓨팅 시스템의 프
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통신 채널 등을 포함
한 확장된 주소 공간을 가지는 컴퓨팅 장치의 모
델에 관점을 두고 있다. 노드 관점은 컴퓨팅 시스
템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실제 시스템의 성능과 
통신 연결 등을 고려하여 연산 객체들을 운영하
는 노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산 
모델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연산 객체들을 운영
할 때 시스템 디멘전(Dimension)에 따라 성능 및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모델링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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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산처리 환경 
 
분산 시스템 기술은 컴퓨터 벤더 및 

OMG(Object Management Group) 등의 여러 표준화 
기관의 연구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현
재 초기 단계의 상용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
다. 특히 유럽에서는 RACE 와 ESPRIT 프로젝트 
연구결과로 많은 분산처리 기술이 확보되어 
ANSAware, Orbix 등의 분산 시스템 관련 상용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개방형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기술 접근 방향

은 대규모의 분산 시스템으로서 분산 설계 기술
을 적용하며,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추구
함에 따라 분산처리 환경은 개방형 통신망을 구
성하는 망장치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개방형 통신망의 분산처리 환경은 기능적인 면에
서 물리적으로 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1) NCCE, 
2) 분산처리 환경 커널과 커널 전달망(KTN), 분산
처리 환경 기능, 분산처리 환경과 접속되는 분산
처리 환경 관련 컴퓨터 환경, 3) 어플리케이션과 
접속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혹은 망장치 노드 
내부에서 분산처리 환경은 계층적으로 접속된다. 
개방형 통신망에서 분산처리 환경은 OMG 
CORBA(Common Objects Request Broker Architecture) 
규격을 기반으로 세부 서비스와 요구 사항을 확
정하였으며, 특히 다른 영역 간의 접속(Federation)
과 추가 서비스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OMG CORBA는 DEC의 ObjectBroker, IONA Orbix,  
OOT DOME, HP 의 INA DPE, IBM 에서는 
DISOM/SOM, VisiBroker 등을 개발하여 사용자에
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CORBA 2.0 규격
에서는 ORB 간 상호 연동 기능을 확장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산처리 환경 기능에서는 객체 간의 접속 

및 연결에 대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고, 
ACID(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and Durability)
를 만족하면서 객체 상호 간에 오퍼레이션과 스
트림으로 접속되는 트랜잭션 서비스, 객체 간에 
서비스 오퍼를 제공해주는 트레이딩(Trading) 서비
스 기능, 객체접속에 다른 상호 간의 정보
(Interface template type, Object template type등)를 제
공하는 레포지토리(Repository) 서비스 기능, 객체 
간의 통신을 위한 인지 확인(Notification) 기능, 성
능 모니터링과 객체들의 접속 및 관리에 따른 비
밀 인가 서비스 기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개방형 통신망 구조가 대규모의 분산 시스템
이면서, 실시간 고속 처리를 추구함에 따라 TINA 
컨소시엄에서는 실시간 처리 분산처리 환경에 관
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 RACE 
ACTS 연구 과제에서는 HP, BT, Broadcom, CSELT, 
France Telecom(CNET), Telenor, Alcatel, Simens, APM, 
Chorus System 등이 ReTINA(Real-time TINA)를 조
직하여  공동으로 실시간 분산처리 시스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4. 개방형 정보 통신망 관리 구조 

 
4.1 관리 구조 

 
개방형 통신망의 관리 구조는 컴퓨팅 관리, 통신
망 관리, 일반적 관리와 개념 원칙으로 그림 7 과 
같이 나누어진다. 컴퓨팅 관리는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되는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운용되는 소프트
웨어의 개발, 설치, 운용 등에 관련된 관리를 포
함한다. 통신망 관리는 실제 망을 구성하는 망구
성 장치를 비롯하여 전달망과 통신망에서 운용되
는 서비스들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용하는 관리
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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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방형 정보 통신망의 관리 구조 

 
개방형 통신망에서 지향하는 일반적 관리 개

념 원칙은 관리 대상의 기능 분리와 관리 기능간
의 오퍼레이션과 관련을 특정지우는 관리 시스템
의 모델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망관리 대상에
서 기능 분리는 OSI 에서 권고하는 FCAPS 기능
에 따라 Fault, Configuration, Accounting, 
Performance, Security 관리의 5가지 기능으로 분리
한다. 그러나 개방형 통신망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달망에서 호 제어 및 연결을 관장하며, 망 연결에 
대한 상태 및 제어의 효율적인 구성과 신속하게 
관리를 해야 하므로 구성 관리 기능을 연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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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Management: CM)와 자원 구성 및 할당 
관리(Resource Configuration Management: RCM)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능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컴퓨팅 관리를 기능분리 관점으로 보면, 응용 서
비스의 소프트웨어 관리와 분산처리 환경 관리, 
KTN 관리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관리 개념 원칙
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기능에서 연산 객체 간의 관계는 ITU-T

와 ISO 의 manager-agent 방식을 도입한 
ODMA(Open Distributed Management Architecture)를 
적용하여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관리 대상 객체
(Managed Objects)를 사용하여 연산 접속으로 표시
한다. 이러한 관리 대상 객체는 그림 8 과 같이 
Administration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관
리 영역에는 관리 대상 객체들이  FM(Fault 
Management), CM, RM(Resource Management), 
AM(Accounting Management), PM(Performance 
Management), SM(Security Management)으로 구분되
어 각 기능의 객체 간에 관리자와 에이전트 관계
로서 기능이 정해진 관리 영역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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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산 객체 간의 관계와 관리 대상객체의 
관리 영역 

 
4.2 연결 관리 구조 

 
통신망 관리 기능 중에서 종단간 사용자의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연결 관리 기능이 가
장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 서비스, 다
자간 연결형 서비스 등이 미래 응용 서비스의 기
반에 됨에 따라 통신망에서 연결 관리 기능은 더
욱 복잡하게 되며 실시간 처리와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 간의 간단한 상호 연동을 필요로 한다. 개
방형 통신망에서는 연결 관리 기능이 모든 통신
망의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먼저 연결 관리 기능 
구조를 연구한 후, 다른 관리 기능 구조를 연구하 

그림 9: 연결 관리의 연산 객체와 정보 객체 모델
링 
 
도록 수행되고 있다. 
연결 관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요청

에 따라 서비스 세션 관리자(Service Session 
Manager SSM)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세션에 따른 
연결 요구를 통신망 자원에 따라 이에 상응하도
록 지원하면 된다. 연결 관리 구조는 TMN 의 계
층적 구조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통신
망 자원 관리를 위하여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TMN 계층의 망관리 계층(Network Management 
Layer)과 요소 관리 계층(Element Management 
Layer)을 매핑하여 연산 객체를 모델하였다. 서비
스 계층과 접속되어 세션을 물리적 연결 경로로 
변환 기능을 가지는 CSM(Communication Session 
Manager),  연결 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
는 CC(Connection Coordinator), 다른 영역 간의 연
결기능을 관리하는 LNC(Layer Network 
Coordination), 망 레벨로 연결을 제어하고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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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가지는 NML-CP(Network Management 
Layer-Connection Performer),  실제 망구성 장치를 
제어하는 EML-CP(Element Management Layer-
Connection Performer)로 모델링 된다.  
서비스 계층과 접속되는 통신 세션 관리자

(CSM)는 서비스 세션 관리자(SSM)로 부터 서비
스 제공을 위한 논리적 연결 모델(Logical 
Connection Graph: LCG)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전
달망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
하여 물리적 연결 경로(Physical Connection Graph: 
PCG)와 세부 연결 경로의 물리적 종단 포트까지 
기술이 가능한 노드 연결 방법(Node Connection 
Graph:NCG)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결을 모델
링하여 연결을 관리한다. 연결 관리 기능에는 연
결에 따른 객체를 연결 대상이 되는 객체와 연결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객체들 간의 바인딩이 필
요한 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0 은 연결 관
리 기능을 위한 객체의 모델이다.  

그림 10: 연결 관리에서 통신망을 구성하는 관리 
객체 
 

Layer Network(LN)은 통신 사업자 혹은 통신 
사업자 내의 지역을 나타내는 객체이며, 
Subnetwork(SNW)는 스위치 등의 망구성 장치를 
표현하는 관리 객체로 내부의 연결을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다. Subnetwork 간을 연결하는 링크는  
TopologicalLink(TL)로 표시하여 내부에 많은 연결
을 가질 수 있게 모델링 하였으며, 각각의 연결 
관리 객체들은 종단점(Termination Point:TP)을 가
지고 있어서 이를 물리적인 포트 혹은 주소 등으
로 매핑할 수 있다. 연결 관리에서 관리 대상으로
하는 관리 객체는 표 2와 같다. 
연결 관리 객체의 모델링은  ITU 의 G.803 과 

M.3100 에 기반을 두고 관리 객체 모델을 정립하
였다. 그러나 NML 에서는 각 망구성 장치에 따라 
SDH 전송 장비인 경우에는 G.774, ATM 망장치
(Bellcore TA-1140)와 SONET 장치(Bellcore TR-
1042)는 Bellcore 의 규격에 의한 관리 정보모델을 
따른다. 연결 관리의 정보 모델은 망장치와 물리
적으로 밀접하므로 기존의 망구성 장치 관리 정
보 모델을 충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연결 관리 객체는 연결을 설정 혹은 해제하

는 동안 연결 관리 객체와 실제 물리적인 망, 연
결 종단점 등과 객체로 바인딩을 하기 위하여 임
시적으로 “edge”와 같은 객체들과 연결이 설정된 
동안만 객체로 존재하는 연결 관리 객체가 필요
하다. 기본적인 연결 관리 기능의 대상이 되는 
static 관리객체는 정의되었지만, 임시적으로 연결 
설정을 위해서만 필요한 dynamic 관리 객체와 임
시적으로 연결 객체들의 설정을 지원하는 quasi-
dynamic 관리 객체는 연결 설정 절차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관리 객체 정의와 이에 
따른 attribute 등에 관하여 많은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INA 컨소시엄에서는 연결 관리 객체
들을 개방형 통신망의 객체모델 표기법인 Quasi-
GDMO+GRM 방식을 사용하여 표시하여 망자원 
정보 모델링(Network Resource Information Model: 
NRIM)을 정의하였다. 
그림 11 은 서비스 사용자 A 와 서비스 사용자 B
가 상호 종단 간의 연결과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위한 통신망에서 연결 설정에 따른 연결 관리 절
차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관리 계층에서 
서비스 세션 제어에 따라 서비스 논리 연결이 구
성되면 전달망에서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연결을 
관리 정보 모델로 LCG 를 사용하여 구성한 다음, 
SSM 에서 CSM 으로 연결을 요청한다. CSM 은 요
구된 연결을 망자원의 상황에 따라 PCG 와 NCG
로 모델링하면서 실제 물리적 연결을 계층적으로 
수행하여 종단 간에 연결을 시도한다. LNC 는 동
일 영역에서 연결 관리를 수행하나, 서로 다른 통
신 사업자 혹은 영역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페더레이션(Federation) 기
능을 이용하여 LNC 간에 관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상호간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공유되는 정보는 
LN ID(Layer Network IDentification),  Network ID, 
TC(TandemConnection)등의 관리 객체 정보가 교류
되며, 트레일 연결을 위해서 각 연결 상의 관리 
객체 간에 바인딩이 되어야한다. 망구성 장치와 
EML-CP간 접속은 SNMP, CMIP등으로 접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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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결 관리를 위한 관리 대상 객체 

 
망구성 장치의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를 이용하여 EML-CP(혹은 SA: Switch Agent)에서 
연결을 제어 관리하도록 관리자와 에이전트 관계
로 접속되어 수행된다.  

 

그림 11: 연결 관리의 연산 객체 기능 절차도 
 

개방형 통신망의 서비스 컴포넌트에서 멀티
미디어 서비스 세션 설정을 위해 세션 그래프 객
체를 도입하여 서비스 세션 제어 관리를 수행한
다. 따라서 연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통신망 경
로를 구성 함으로서 연결 그래프와 세션 그래프
와 상호 간의 매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2
는 3 자간 화상회의 서비스에 따른 서비스 세션 
그래프와 멀티캐스팅 기능을 지원하는 통신망에
서 연결 그래프 간의 상호 관계를 보였다. 이로서 
개방형 통신망은 서비스와 통신망 관리를 통합적
인 관리를 함으로서 보다 융통성 있고, 객체 지향 
설계에 의해 서비스 및 통신망 관리 객체 간에 

직접 제어 관리되는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
스 와 통신망 사업자 간에 동일한 분산처리 환경
과 플랫폼으로서 상호 간의 통신망 관리 및 서비
스 관리 정보를 공유하여 앞으로 출현하게 될 멀
티미디어 서비스와 CSCW(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s) 기반의 관리 서비스에 보다 융
통성 있고, 탄력적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서비스 및 통신망 관리의 소프트웨어
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2: 연결 그래프와 서비스 세션 그래프 간의 
관계 

 
5. 개방형 통신망 관리와 T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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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TMN 은 관리 대상 통신망의 역할
에 따른 공통 관리 서비스/기능을 분류하여 이를 
상호인식 가능한 관리프로토콜을 형성하여 관리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통신망 관리는 
포괄적인 기존 관리 방식을 적응 발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 될 것으로 본다. 개방형 통신망의 
통신망 자원관리 공유 기능은 TMN 의 계층적 구
조에 입각하여 모델화할 수 있는 점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개방형 통신망은 구조와 방법론 이
외 별도의 분산처리 환경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점이 TMN 과 구별된다. 따라서 개방형 통신망는 
연산 객체로서 분산환경에 따른 접속이 제공되나, 
TMN 에서는 별도의 기본 시스템간 에 접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방형 통신망에서는 TMN 의 
GDMO, GRM 규격 사용과 종래의 NE 의 관리 객
체 정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TMN 를 개방
형 통신망에 접속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개방형 통신망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중요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존망
의 TMN 와 개방형 통신망와의 접목을 위한 연구
가 요구되어 현재 많은 연구중에 있다.  
통신망의 환경의 변화는 통신망관리 분야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의 단위 시설
별 통신망 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단위 통신망 구
성요소의 관리 및 서비스 관리 차원 까지 확대된 
통신망 관리 개념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통신망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배경도 객체지향형 및 분
산 관리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통신망 관리의 변
화는 통신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
여 기본 하부 구조로 TMN 개념의 도입을 필수적
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ITU-T 에 의해 1988 년 공
식적으로 정의된 TMN 개념은 통신망 관리를 위
한, TMN 기본원칙, TMN 인터페이스, TMN 관리 
서비스 및 관리기능, TMN 관리 정보 모델 등 기
본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향후의 TMN 응용기능이나 구현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TMN 표준에 포함될 새로운 기술 개념
이나 프로토콜 또는 망관리 구조의 통합이 예상
되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근간으로 분산 관리 
개념의 도입이 유력시 됨에 따라 OMDA(Open 
Distributed Management Architecture) 개념을 TMN
의 새로운 구조로 반영 시키기 위한 표준화 연구
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NM Forum 과의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TMN 을 기반으로 하는 응
용 기능의 개발에 NM Forum 의 OMNIPoint 에서 

제안하는 망관리 플랫폼의 사용을 확대하고, TMN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표준으로 권고되는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나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와 상호 연동성 
재공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개방
형 통신망 관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시되는 
방향의 유사성을 예측할 수 있다. 즉, 현재의 
TMN 구조가 현재의 통신망 환경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보다 분산 환경에 적합하고 보다 동적인 
특성을 갖는 구조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
신망이 개방형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
리 기술 또한 개방형 분산처리 기술을 도입한 관
리 기술로 TMN 구조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TU-T 에서는 TMN 2000 이라는 차세대 TMN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환경을 지원할 수 있
는 구조(OTMA: Open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Architectiure)로 발전 하기 위해 
ODP(Open Distributed Processing)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ODMA를 도입할 예정이고 ODMA를 실현하
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OMG 의 CORBA 의 적
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방향은 서로 다른 주체

가 되어 진행하고 있고, 관리 모델화하는 접근방
식이나 엔지니어링 절차는 서로 다르나 방향성이
나 상호 기술적인 기반은 서로 이용하면서 진행
하고 개선에 대한 촉진제를 하고 있다. 

  
6. 결 론 
 
기존의 통신망에 새로운 통신망 구조를 적용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기존 시스템들의 통신망 관리나 서
비스 제공에 무리없이 새로운 통신망 구조의 변
화에 따른 적용성은 앞으로 통신망의 진화 방향
과 효율적인 통신망 관리 등의 많은 문제점을 검
토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보 통신망 구
조의 지속적인 연구없이 새롭게 출현한 개방형 
통신망 기술을 검증 절차 없이 기존의 통신망에 
적용한다는 것은 통신 사업자 뿐 만 아니라, 망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여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
은 통신망 구조를 기존 통신망에 적용하는 단계
적 적용 방안에 대한 전략적 문제와 기존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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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동성, 앞으로 구성하게 될 망구성 장치에 
대한 기능 정립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개방형 통신망는 지능망 및 TMN 과 별도로 

구축되는 통신망 기술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능
망의 서비스나 TMN 의 망관리 기능에 객체지향 
설계 기법의 기술을 부가하여 미래의 통신 발전 
기술에 따라 차세대 통합망에 적용될 개방형 통
신망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 전략
을 제시하면 적용 가능하다. TINA 컨소시엄은 개
방형 통신망 구조로서 연구 뿐 만이 아니라, 추후 
변화될 통신망에 대한 단계적 전략과 방향을 유
럽의 EuresCOM 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를 곧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구체적 
서비스와 통신망 관리에 대한 연동 사례를 들어
서 검증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방형 통신망 연구는 기본적으로 분산처리 

환경 상에서 객체로 소프트웨어 구조로 정립됨에 
따라, 대규모의 분산 시스템 구성과 실시간 분산
처리 환경  소프트웨어가 큰 관건으로 직면해 있
다. 또한 앞으로의 응용 서비스 특성인 "Virtual 
Reality CSCW”를 이용한 사용자 혹은 서비스 제
공자 간의 "Shared Working Space” 형태의 멀티미
디어 응용 서비스는 서비스 객체 공유와 복잡한 
연결을 위한 통신망 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한
결같이 개방형 통신망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
다. 특히 통신망 관리와 서비스 관리가 통합적으
로 수행됨에 따라 신규 서비스 개발과 관리를 위
한 체계적인 방향의 정립과 통신망 관리와 서비
스 관리의 공유를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개발
자 간에 객체 정의와 접속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
하게 느끼고 있다. 응용 서비스들이 CSCW 로 됨
에 따라, 통신망 관리 기능도 분산처리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능
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자 간의 통신망 관리 정보 
공유로 다양한 망관리 서비스가 출현될 것으로 
사료되며, 분산처리 환경에서 통신망 관리 정보 
접속에 따르는 보안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개방형 통신망 관리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단

일화된 자원의 시각으로 통신망의 유통성을 부여
하는 개방형 구조에서 생산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현재의 TMN 구조가 다종/다사업자의 통신망 서
비스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분산 환
경에 적합하고 보다 동적인 특성을 갖는 구조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신망이 개방형으로 발
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 기술 또한 개방형 
분산처리 기술을 도입한 관리 기술로 TMN 구조

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
한 두 방향은 서로 다른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고, 관리 모델화하는 접근방식이나 엔지니어링 
절차는 서로 다르나 방향성이나 상호 기술적인 
기반은 상호 적용성을 연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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