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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이동통신 회사들은 현장의 기지국/중계기 등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현장에서 작업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간략한 
메모형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작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유통, 물류, 영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PDA 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부분이다. 하지만 PDA 의 활용이 단순히 현장에 대한 
작업지시나 본사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조회하는 정도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인 
현장의 작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현된 
KTF(Korea Telecom Freetel) Mobile 작업관리시스템인 MOSS(Mobile Operation Support System)는 
Mobile 환경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한 Mobile Office 기능과 현장 작업관리를 위한 FFA(Field Force 
Automation) 기능을 수행하는 Mobile Solu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MOSS 의 구현 기능에 대한 
소개와 이와 유사한 시스템 구현시의 기술적 고려 사항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서론 
 

현재 국내 이동통신 회사의 
기지국/중계기 유지보수 업무는 아웃소싱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제 만여 개에 가까운 
기지국과 수십만 개의 중계기 운용과 고객불만 
처리는 지역 무선운용팀이나 유지보수 회사 
담당자들이 현장(Field)을 다니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체는 각 주요 
지역별로 유지보수 센터를 두고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략 전국에 70 ~ 80 여개의 
유지보수 센터가 있다. 현장 유지보수 
요원들은 아침에 유지보수 센터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협의 등을 통해 작업 내역을 
정리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작업 도중 장비에 대한 장애를 
센터 사무실에서 통보받게 되면 해당 장비로 
이동해 장애 조치를 한다든지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고객 
불만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현장에서 작업한 내역에 대해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이러한 업무일지는 각 
지역이나 유지보수 업체마다 형식이 다르고 
DB 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작업 지시가 어려워 
진다. 또, 현장 업무에 대한 ROI(Return On 
Investment) 분석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KTF 의 MOSS 시스템은 기능적으로는 
KTF 내의 유무선 운용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작업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작업관리 
시스템으로 기능적으로는 NGOSS(New 
Generation Operation Support System) 
eTOM(enhanced Telecom Operation Map)의 3 가지 
영역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3 가지 
기능은 [유지보수 작업관리 및 지원]으로 
eTOM 의 [Operations][Service Management & 
Operations][Service Problem Management] 기능과 
[고객불만 처리지원]으로 [Operations][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Problem Handling], 
[업체 관리 및 평가]로 SIP(Strategy, 
Infrastructure & Product) 및 Operations 영역의 
[Supply Chain Development & Management], 

KNOM Review, Vol. 8, No.1, August 2005 32



 

[Supplier/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능으로 구성이 된다.  또, 물리적으로는 센터 
사무실의 운용자가 현장 상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에 
대한 One-Stop 상황판 개념을 제공해 현장 
운용자와 좀 더 쉽게 작업지시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유지보수 정책을 관리 
및 ROI 기능을 수행하는 GIS Client 서브 
시스템과 현장 운용업무에 대한 작업 
지원(Mobile Office) 기능과 작업 관리(FFA) 
기능을 수행하는 PDA Client 서브 시스템, 현장 
운용자에 대한 운용관련 지식검색 등의 Portal 
기능과 현장 작업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및 
통계를 제공하는 WEB Client 서브 시스템의 
3 가지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KTF MOSS 시스템이 
Mobile 환경을 이용해 현장 운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주로 
작업관리 기능을 활용한 현장 작업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현장 작업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룬다. 또, 작업관리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MOSS 의 
작업 지원 기능을 비롯한 작업 관리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3 장에서는 MOSS 작업 관리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4 장에서는 현장 작업관리와 
관련해 구현시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 현장 작업 지원 기능 
 

현장 작업 지원 기능은 주로 
현장에서 사무실에 전화로 요청해 운용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자동화한 Mobile 
Office 기능과 PDA 를 활용해 계측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기능, 작업이나 고객불만 처리 
자동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1  Mobile Office 기능 
 

Mobile Office 기능은 PDA 
Application 과 MOSS 의 Mobile Server 내의 
Mobile G/W Module 간의 무선 인터넷 통신을 
통해 각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시스템의 
데이터 및 BSS(Base Station System) 장비를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래는 
MOSS 시스템의 연동 구조이다. 

 

 
 

그림 1. MOSS 연동 구조 
 
상위 그림의 연동 구조를 이용해 

현장에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비롯해 통합설비관리시스템, 
통합중계기관리시스템, 무선운용고도화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NMS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도 BSS 
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운용 서비스 NE(Network 
Element) 장비에 원격 명령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통합 DB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망관리시스템, 통신망분석시스템 등의 
다양한 시스템들과도 연동을 하고, 원격으로 
직원 정보검색도 가능하다. 연동의 특징은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 등의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은 직접 연동해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히 현장에서 조회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합 DB 관리시스템을 
통한 간접 연동을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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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bile Office 기능 
 
 또, 한가지 주요한 기능으로서 중계기 
세부 설치위치 관리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중계기를 운용하는 신입사원이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방문했을 때 
건물내에서 중계기 위치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대형 건물에는 
중계기가 많으면 10 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외관상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센터 사무실로 문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이다. 
 

 
 

그림 3. 중계기 세부설치 위치 관리 
 
건물내에서 중계기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그림파일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표시되고 만약 등록된 그림이 없으면 제공되는 
아이콘 등을 이용해 간단히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작성된 그림을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사무실에서 GIS Client 
시스템 화면에서 서버에 전송한 그림을 다시 
불러와서 좀 더 보기 쉽게 편집해 놓을 수도 
있다.  

 

2.2  장비보조 기능 
 

PDA 를 활용한 장비보조 기능은 
4 가지로서 중계기 제어기능, 중계기 Link 
안테나 튜닝 기능, 기지국 제어를 위한 Hyper 
Terminal 기능, 단위환산 기능이다.  

중계기는 기지국을 대신해 경제적으로 
음영지역을 해소해 주고, 기지국 커버리지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지국이나 다른 NE 

장비들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이 덜 요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기존에 페이저나 CT-2 
제조업체나 안테나 제조업체 등의 
중소기업에서 많이 진출해 있다. 현장의 
중계기 운용자들은 각 제조사에서 제공된 
중계기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계기의 
Gain, A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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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신 해당 기능을 PDA 에 
포팅해 작업의 효율성 및 작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4. 중계기 제어 화면 
 
중계기 Link 안테나 튜닝 기능은 

PDA 에 내장된 CDMA 카드에 AT(Access 
Terminal) 명령을 이용해 중계기 Link 안테나의 
각도를 움직일 때마다 무선 파라미터(Ec/Io, Tx 
Power, Tx Adjust, RSSI)들을 측정해 최적의 Link 
안테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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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계기 Link 안테나 튜닝 화면 
 
기지국 제어를 위한 Hyper Terminal 

기능은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Note PC 
대신 PDA 를 기지국의 RS-232C 단자와 연결해 
Debug Screen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매크로로 
등록해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단위환산 기능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RF(Radio Frequency)  전력계산 
기능이다. 즉, 와트를 dB 나 dBm 으로 
환산하거나 역환산할 수 있는 기능이다. 

  

2.3  고객불만 처리 자동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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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고객불만 데이터 디스플레이 화면 
 
현장 운용자에게 고객불만 정보가 

분배될 때 SMS(Short Message Service)로 
TT(Trouble Ticket)가 발행되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PDA 를 이용해 Mobile Server 에 
접속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들을 활용해 

고객불만 처리시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 
불만지역의 네트워크 상황이나 장비 
설치계획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불만 처리와 관련된 업무 
플로우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고객불만 처리 플로우 
 

3. 현장 작업 관리 기능 
 

현장 작업 관리 기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 내역(고객응대, 현장방문, 
정기점검, 부대설비 점검, 장애처리, 품질개선, 
신/이설, 인수시험,…) 뿐만 아니라 이동, 식사, 
교육, 회의 등의 비업무적인 부분까지 
코드화를 추진하였다.  

 

 
 

그림 8. 현장작업관리 코드 (대분류) 
 
이러한 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작업한 내역을 콤보박스를 통해 손쉽게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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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계량화를 추진하며, 업무일지의 
자동 생성이나 현장 유지보수 관련 보고서 및 
기지국/중계기/부대장비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MTTR(Mean Time To Refair),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ROI 등의 관리 와 
평가기능을 활용한 유지보수사 작업평가 및 
장비업체/시설사 계약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3.1  일일작업관리 등록 기능 
 

현장 작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에 대해 기 정의된 작업코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입력하게 된다. 

 

 
 
그림 9. 일일작업관리 등록 화면 
 
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2 인 

1 개조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동 작업자를 등록해 주면 1 명만 작업입력을 
해도 2 명 모두 작업 내역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 장비에서 여러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운용자 입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 야간 12 시를 넘겨서 
작업이 2 일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 지침도 필요하다. 

 
3.2  일일작업관리 보고서 기능 
 

현장 작업자가 현장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DB 로 저장하고, 정의된 
오퍼레이션으로 가공해 현장 작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림 10. 일일작업관리 보고서 화면 
 
또한, 현장 운용자가 일과 후 

작성하던 업무일지 부분도 자동화가 가능해 
진다. 

 

 
 
그림 11. 업무일지 자동화 기능 
 

3.3  업체 평가기능 
 

현장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ROI 나 제조사/시설사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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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조사별 장애원인 통계 
 
특히, 주요 장비인 기지국/중계기 

등은 각 관리하는 시스템(NMS, 
통합중계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부대장비(냉방기, 열 
교환기, 정류기, 하론, 축전지, …) 에 대해서는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작업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부대장비 제조사에 대한 평가 및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3.4  작업지시 기능 
 

센터 사무실에서 현장 운용자들에게 
긴급히 작업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무실 근무자는 
GIS Client 를 통해 작업 전송할 담당자를 
단수나 복수로 선택을 하고, 작업지시할 
개략적인 정보는 [제목]에 입력하고, 상세한 
작업 지시내용은 [내용]란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Mobile Server 는 [제목]은 작업자의 
핸드폰으로 SMS 로 전송하고, 상세한 [내용]은 
PDA 를 통해 Mobile Server 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그림 13. 작업지시 화면 
 

작업을 전송받은 현장 작업자는 
전송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조치를 하였으면 PDA 로 해당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작업지시를 내린 사람은 GIS Client 를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그림 14. 작업지시 처리화면  

 
4. 구현시 기술적 고려사항 
 

MOSS 와 유사한 현장 
작업관리시스템이나 기업용 Mobile Solution 
구현시 기술적으로 고려 되는 PDA 같은 
Mobile Device 전원의 밧데리 문제와 GPS, 
Mobile GIS 과 이동통신망의 Mobile VPN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다. 
 

4.1 Mobile Device 전원 문제  
 

Mobile Device 전원(밧데리) 문제는 
현장 솔루션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다. 
밧데리는 처음 구매시 용량이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게 마련이므로 
밧데리가 방전되기 전에 운용자에게 알람을 
발생시켜 작업한 내역에 대해 밧데리가 
방전되어도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 영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초기 구매 후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이즈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운용자들은 밧데리 문제로 
미작업시는 PDA 를 끄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에 급하게 통지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목이나 개략적인 정보를 현장 
운용자의 핸드폰으로 SMS 를 이용해 전달하고, 
상세한 내용은 PDA 를 통한 Mobile Server 에 
접속해 확인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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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용자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운용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단문 메시지에 
최대한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4.2 GPS 및 Mobile GIS 
 

초기 Mobile Solution 을 개발하게 되면 
누구나 고려하는 부분이 GPS 나 Mobile GIS 가 
된다. 하지만 상위의 기술은 현장의 실제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Mobile GIS 의 경우에도 
현장의 운용자들은 현장에 있는 장비의 위치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간과하는 부분이다. Mobile GIS 는 
현장 운용자에게 Navigation 기능이 필요한지를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적으로 중앙의 
GIS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단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위치의 GIS 상황을 그림으로 캡처해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PS 는 전원 문제에서도 지적했듯이 
Device 의 밧데리가 문제가 되어 현장 
운용자들은 이동중 Device 의 전원을 끄고 
이동한다. 그리고, 전원의 공급 후 다시 GPS 를 
측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 
오히려 업무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4.3 Mobile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최근 보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면서 VPN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Mobile VPN 은 이동통신을 이용해 
통신하는 시스템에 적용된 VPN 을 말한다. 
이동통신망에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CDMA 무선 구간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고, 이동통신 
회사의 데이터 네트워크와 각 회사의 
Firewall 을 통해 보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VPN 을 도입하는 용도는 VPN 을 
구축해 만약의 경우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서비스하는 시스템외에 
다른 시스템으로의 영향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VPN 은 IPSec(IP Security protocol) 
방식과 SSL(Secure Socket Layer) 방식의 2 가지 
VPN 방식이 있는데 현장 운용자의 IT 수준 
등을 고려해 방식을 선정할 필요도 있다. 

설치의 용이성면에서는 SSL VPN 방식이 
용이하다. 하지만 운용 Device 에 JVM(Java 
Virtual Machin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운용 Device 에 JVM 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Device 기종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JVM 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결론 및 향후 방향 
 

현장 작업관리와 관련해 KTF 에서 
구현된 MOSS 시스템의 작업지원 및 
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장 
작업관리시스템의 목적은 현장의 작업 
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추진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은 운용자의 
업무 능률 향상이 1 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장 업무에 대한 정확한 계량화로 많이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현장에 대한 작업관리를 통해 
다양한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한다.  

향후 KTF MOSS 시스템은 시스템 
측면에서는 무선 중심의 현장 작업관리 기능을 
유무선을 통합하는 작업관리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일부 개별 OSS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관리 기능을 통합한 
통합작업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작업과 관련한 일관된 View 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작업 지원의 
측면에서는 현장 작업에 대한 계량화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지식 DB 화와 
각 업무에 대한 Work-oriented 한 매뉴얼 
제공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의 표준화 및 
범용화로 운용자의 기술등급과 무관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추진을 
목적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작업관리의 측면에서는 작업관리 추세분석을 
통해 각 지역단위의 유지보수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제안을 가능하게 하고, 
전사 차원의  작업관리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작업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유지보수사 
작업평가 및 계약관련 지침과 유지보수 
작업결과를 이용해 각 제조사 평가 및 
구매관련 지침, 시설보완 기능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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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체의 업무효율 및 납기평가 및 계약관련 
지침을 투자 분석이나 공급망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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