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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S는 지난 15년간의 KT 망관리 및 서비스관리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과제로 개발 중에 

있는 신개념의 종합 통신망 운용관리 시스템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NeOSS 개발은 운용관리 개선 8대 지표

를 설정하였으며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내부적으로는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운용

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NeOSS는 서비스 구성관리, 고장관리, 서비스 품질 및 경영정보관리, 

시설관리, 작업관리, 망관리의 6개 분야로 개발되고 있으며, XML, EAI, 웹서비스 등을 이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NET 플랫폼을 기반 기술로 사용한다. 

 

 

I. 서론 
 

지금까지 우리 KT는 각 분야별 필요에 따라 각종 망운용관리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망운용관리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이루게 되었다. KT의 망운용관리 시스템은 교환/전력 분야 15종 119개 시

스템, 데이터 분야 23종 89개 시스템, 전송/전용 분야 12종 30개 시스템, 가입자/선로 분야 8종 317개 시스

템, 공통 분야 4종 11개 시스템 등 총 62종 566개 시스템(2003년 3월 현재)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KT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전화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이면서도 비교적 단순한 사업모델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이동전화의 생활화, 통신망 기술 및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

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 시장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아가기 위한 적

절한 수익모델을 찾기에 부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회사의 경우 실제로 전에 없던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는 등 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의 성과를 거두어 세계 제일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로 국제적 관심

을 모으게 되었다.  

하지만 급속한 서비스의 보급에는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겨를이 없었으며, 자연히 많은 고객의 불만과 품질

문제가 새로운 중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품질의 불만족 사항은 운용

관리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없이는 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고, 더 이상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

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 및 운용관리 체계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정립

하고 또한 동시에 분야별로는 새롭고 유연한 전문화된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NeOSS(New Operation Support 

System)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NeOSS는 통신망 운용관리 시스템 통합, 연동을 바탕으로 시설 분야별 시스템을 TMN 개념의 관리체계(사

업관리, 서비스관리, 망관리, 장비관리)로 재구성하고 품질정보, 시설정보, 트래픽정보, 고객서비스정보 등 전

사적인 공통 사용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NeOSS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62종 566시스템을 35종 438시스

템의 통합운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운용관리시스템과 

관련 플랫폼을 새로운 인터넷 표준인 XML, SOAP를 이용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

하는 것이며, 지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및 구축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NeOSS의 추진배경, 추진경위, 추진방향, 기본구조와 .NET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NeOSS의 

기술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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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eOSS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KT 운용관리 시스템의 다양성(OS 6종, 개발언어 13종, GUI 툴 7종, 데이터베이스 8종)으로 인하여 많은 문

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많은 시스템간 연동 방식과, 상이한 개발 플랫폼으로 시스템간 유사 기

능 중복 개발로 비용이 증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버전관리와 추가 기능 수용 및 기능 개량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근 제어로 정보 유실 가능성 증대 

및 보안성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KT와 비교하여 초고속통신망 보급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대부분의 외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도 일찍부터 

운용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AT&T의 경우 CS(Customer Care Center), PC 

(Provisioning Center), NOC(Network Operation Center), MC(Maintenance Center) 등 4개 센터에 통합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체계를 구축 운용 중에 있으며, BT도 최근 통합 망관리 센터 구축을 통해 

통합 OSS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스웨덴의 Telia는 수 년 전에 800여 시스템의 통합 구축사업을 착수하였

고, 호주의 Telstra의 경우 이미 IP 서비스 중심의 신 OSS 체계를 구축하여 전화중심의 기존 전화망관리 체

계와 분리 운용 중에 있다.[1] 

 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은 다양함과 편리함이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속한 서비

스 제공과 다원화 되어 있는 고객 대응 창구 단일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구성과 AS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여 고객 대응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개별적 관리체계, 의사 결정에 필요한 

운용 데이터 적시 제공, 사업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체계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망관리 기능을 검

토하여 도메인 별로 시스템을 재편성하고, 통합시설 및 트래픽 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고객 및 사용자 중

심의 새로운 종합 운용관리 시스템이 절실이 필요한 상태다.  

 

2. 추진 경위 

 

 NeOSS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인터넷 관련 서비스 출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1년부터 KT 운용

관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도에는 우

선 시급한 신규 서비스 수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NeOSS에 대한 최종 목표 기

능을 개발요구사항으로 정하였고, 2003년도부터 목표 기능에 대한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표 1> 현재는 

2004년도 하반기에 충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사업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NeOSS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협정(MOU)을 

체결하여 NeOSS 개발에 한층 힘을 받게 되었다. MS와의 MOU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교체되는 유닉스 장비에 대한 윈백 프로그램 적용 

 통신분야/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전문 인력 지원 

 소프트웨어 Packaging 기술 지원 

 MSF 측면에서의 개발 방법론 지원 

 신기술에 대한 개발자 교육과 NeOSS 운용자 대상 닷넷 기술 교육 

 MS 소프트웨어의 국내 최대 할인율 적용 

 MS와 NeOSS 공통 해외 마케팅 추진(전시회 참가 및 종합망관리 시스템 해외 컨설팅)으로 NeOSS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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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eOSS 추진 현황 요약 

일자 주요 내용 

2000.7.10 통신망 운용관리 시스템 통합 연동 기본 계획 수립 

2001.12.13 “종합 통신망 운용관리체계 정립 및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과제 확정 

2002.4.23 통신망 운용관리 시스템 발전 계획 사장 보고(e-KT 추진위원회) 

2002.6.12 NeOSS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2002.7.23 통신망 운용관리 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2003.1.30 NeOSS 개발 및 운용 플랫폼을 MS .NET으로 선정(정보화추진위원회) 

2003.1~4 NeOSS POC(Proof of Concept) 추진으로 개발관점에서 Risk 파악 및 조

치를 통해서 시스템 구조의 사전 검증 

2003.4.17 KT와 MS간 NeOSS 개발 파트너쉽 협정(MOU) 체결 

2003.5~7 NeOSS 버전 1.0 사업화 적용 

2003.5~ 사용자 중심의 NeOSS 사업화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체제 구축 운영 

2003.8.28 2003년 NeOSS 투자사업의 투자조정위원회 심의 가결 

2003.11.10 2004년 NeOSS 사업용 H/W, S/W와 SI 업체 계약 체결 

2003.12.26 NeOSS 사업용 장비(충청권) 설치 완료 

2003.12.30 NeOSS 버전 2.0 개발 완료(고객 접점 6개 시스템) 

 

3. 단계별 업무 추진 방향 

 

(그림 1)에 2003년부터 단계적인 NeOSS의 추진 방향을 요약하였다. 2003년도는 고객접점시스템 분야(SO, 

SA, SLA, FM, WM, ADM)를 집중 개발하고 2004년도에는 사업화의 시작과 망관리 분야(Del, IP, ATM, TN, 

NGN, Traffic)의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며 2005년도는 사업화를 마무리하고 기능 고도화에 주력한다. 

 

고객접점시스템 중점 개발

고객접점분야 우선 집중개발 추진
고객접점분야 업무 프로세스 정립
NeOSS 개발방법론 정립
NeOSS 개발 적용기술 선택
NeOSS POC(Proof of Concept)
시설의 통합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코드체계표준화/통합)
Single Sign On 적용
프로그램 개발 Outsourcing 추진
망관리 분야의 단계적 개발 추진
운용환경 구조와 동일한 개발
환경 구축
자체 품질관리 전담부서 운영

고객접점시스템 BM,LM,PM 및 각종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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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관리 분야 시스템 본격 개발
NeOSS 운용요원 선도교육 실시
NGOSS 적용기술 단계적 반영

NeOSS V2.1 프로그램
NeOSS 망관리 분야 BM,LM,PM 및

각종 기술자료

2 단계 (2004)1 단계 (2003)

NeOSS 고도화 추진

NeOSS 전국 사업 완료
NeOSS 기능 고도화 추진
NeOSS 8대 지표 완성
NeOSS 해외 시장 진출 추진

NeOSS V2.2 프로그램

3 단계 (2005)

NeOSS 고도화 추진

NeOSS 전국 사업 완료
NeOSS 기능 고도화 추진
NeOSS 8대 지표 완성
NeOSS 해외 시장 진출 추진

NeOSS V2.2 프로그램

3 단계 (2005)

Key Word

업무추진단계

 

 

(그림 1) NeOSS의 단계별 업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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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eOSS의 기본 구조 
 

1. 8대 개선 지표 

 

NeOSS를 통한 운용관리 개선 8대 지표는 현 운용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

발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구조를 한 단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업무처

리로 서비스 생산 현장의 정보를 전산 자동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품질관리가 가능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관리자에게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eOSS가 추구하는 8대 개선 지표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NeOSS 8대 개선 지표와 주요 내용 

8대 개선 지표 주요 내용 효과 

서비스 order-tracking 실현 서비스 개통/고장 처리 진행 상태의 실시간 확인 가능 고객 신뢰도 향상 

서비스 pre-ordering 실현 청약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통보할 수 있음 

고객 만족도 향상 

One stop 고장처리 실현 고장접수 응대 통합 및 End-to-End 고장 시험 가능 고객 만족도 향상 

서비스 구성 및 고장처리시간 

단축 

청약/고장 접수에서 작업완료까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효율화로 처리시간을 단축 

업무 생산성 향상 

통합 시설관리 실현 유사 데이터 입력 방지 및 DB 중복/불일치 해소 자원관리 효율화 

SLA 기준에 의한 고객서비스 

관리기반 실현 

고객과 계약한 품질기준에 맞추어 서비스를 관리 함  고객 만족도 향상 

현장 작업관리 실현 작업예약시간 자동 설정 및 작업 적임자 적시 배치 업무 생산성 향상 

현장 정보의 on-line 추출 기

반 구축 

현장 수작업 업무 전산화 및 다양한 경영정보 자료 제공 업무 생산성 향상 

 

2. NeOSS 플랫폼  

 

NeOSS의 개발 및 운용 플랫폼의 통합은 2002년 6월 NeOSS 연구개발 투자조정위원회 심의 때 요구되었

다. 통합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는 일반적으로 1) 운용 효율성 제고로 운용 비용 절감, 

2)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지원, 3) 공통 기술 활용을 통한 개발 효율성 제고, 4) 안정적인 시스

템 유지 보수 가능 등이다. Gartener에서는 통합 플랫폼을 MS .NET 또는 J2EE 중 하나로 선택할 것을 추천

하였으며 <표 3>과 같이 통합 플랫폼에 대한 비교 검토를 거쳐 NeOSS의 개발 및 운용 플랫폼은 .NET으로 

2003년 1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MS의 .NET이 J2EE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지는 않지만 

MS의 전폭적인 기술지원과 해외 마케팅 동반 추진 등 기술외적 요인도 플랫폼 결정에 참고되었다.[3] 

 NeOSS의 통합 플랫폼은 NeOSS의 모든 시스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선

택과 집중에 따라 신규 서비스 수용시 빈번한 기능 추가와 변경이 필요한 고객 접점 서비스계열 시스템(SO, 

SA, ADM, WM, FM, SLA)에 우선 적용하고 망 관리 분야 시스템은 2005년 이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하

였다.  

 

<표 3> 통합 플랫폼 비교 검토 

항목 MS .NET J2EE 비교 

TCO 저비용 고비용 MS .NET 우세 

성능대비 가격 $6.76/tpmC ~ 

$12.86/tpmC 

$16.41/tpmC ~ 

$44.62/tpmC 

MS .NET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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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성 비교 Web Service 지원부분 

우세 

멀티 플랫폼 지원 우세 기술적 부분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

움 

e-Business 

Solution 측면 

Windows DNA에

서 .NET으로 급속히 

이전 

2004년까지는 J2EE 플

랫폼 사용이 우세함 

2003년 기준 J2EE 플랫폼의 e-

business 솔루션 채택이 유리, 

2005년 이후는 비슷 

개발언어 측면 C++/VB/C# 등 다양한 

개발언어 지원 

Java 언어만 지원 대형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주변장

치 연동 등의 이유로 다양한 개발

언어 지원이 유리함 

지원 벤더 MS Windows 플랫폼만 

지원 

Unix/Linux/Windows 

모든 플랫폼 지원 

J2EE 진영 우세 

신규 프로젝트의 채

택 선호도 

48%(.NET) 52%(Java or Other) 신규 프로젝트 선호도면에서는 우

열을 가리기 어려움 

프로젝트 영역별 사

용 플랫폼 

중소규모 비즈니스에 

강함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에 약간 우세 

KT OSS는 대형 엔터프라이즈 비즈

니스 규모임. 현재까지는 J2EE 우

세. 그러나 MS .NET 측의 엔터프

라이즈 마켓쉐어 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임 

연동성 측면 SOAP 기반 연동 주력 CORBA 기본 프로토콜

(IIOP) 수용 

연동성 측면에서는 비슷함 

웹 기반 EAI 웹 서비스 기반 EAI 주

력 

J2EE 진영은 현재 표준

화 시작 단계 

MS .NET 우세 

운용성 측면 단일 벤더 제품이므로 

통합운용 유리 

멀티 벤더 제품으로 구

성됨에 따라 별도 관리 

플랫폼 도입이 필수 

MS .NET 우세 

웹서비스 성능 측면   MS .NET 우세 

 

3. NeOSS의 구성  

 

NeOSS는 시설별/서비스별 독립적으로 구축된 통신망 운용관리시스템을 e-TOM 기반의 Flow-through 업

무 지원이 가능한 통합 체계로 전환 구축하는 것이며,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청

약 및 고장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한 구조로 설계 되었다.  

(그림 2)는 NeOSS의 목표 모형으로서 서비스 구성관리는 SO/ADM, 고장관리는 SA, 서비스 품질 관리는 

SLA, 시설관리는 FM, 작업관리는 WM, 망관리는 ADM/NM 시스템과 매핑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ADM은 

점차 복잡해지는 가입자계 시설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성관리 부분과 가입자 망관리 부분이 복

합적으로 구성된다.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은 EAI 버스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신규 기능 추가에 대한 유

연성이 확보된다. 

(그림 3)은 NeOSS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시스템과 기존 운용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계층별로 표시한 개

념도이다. NeOSS가 완성되면 KT의 운용 시스템 들도 TM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Forum)에서 

권고하는 구조와 같이 고객지원, 서비스관리, 망관리 부분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시스템 들이 모듈화 되

어 연동되므로 새로운 서비스나 복합 서비스가 도입되어도 신속하게 수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NeOSS의 하드웨어 구성은 중앙 집중형 구조로서 일부 망관리 지역 서버들을 제외한 모든 서버가 중앙에 

설치된다. 중앙 집중형 구조는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 분산형 구조에 비하여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장

점이 많다. 다만 중앙 서버나 네트워크의 장애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영향이 크므로 NeOSS를 구성하는 중요 

서버와 네트워크, 전력은 모두 2중화 되어 있으며,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 운용한다. 현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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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화용 서버가 과천 NeOSS 중앙운용 센터에 설치되고 있다. 

 

중앙 집중형 구조의 장단점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DB에 구축함으로써 지역 시스템 간 DB 연동을 없애고 또한 지역 데이터 간의 

장벽을 없앰으로써 지역간 데이터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서버 집중화에 따라 H/W및 S/W 벤더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지원이 용이함 

 주요 관리 업무 및 제품 기술에 대한 전문 운용요원들의 확보 및 조직화가 용이하며 지역 분산형에 

비해 적은 수의 관리요원이 소요됨 

 지역 분산형에 비해 구축비용이 저렴하고 구축기간이 짧음 

 전체 서버의 운용 및 관제를 중앙에서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장애발생시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됨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침 

 Peak 타임시 부하가 중앙으로 집중됨 

 

Problem Report

Subscription

NeOSS-FM

Facility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Service 
Resource

Management

NeOSS-WM

Workforce
Management 

Work 
Scheduling

Management

Field work
Management

EAI 

NeOSS-SLA

Service Quality and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LA
Management 

Service QOS
Management

Network DW

Network/Planning
Engineering

NeOSS-SLA

Service Quality and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LA
Management 

Service QOS
Management

Network DW

Network/Planning
Engineering

NeOSS-SO

Provisioning
Management

Integrated  Order  
Management

Service Configuration
Management

NeOSS-SO

Provisioning
Management

Integrated  Order  
Management

Service Configuration
Management

Order
Entry
Order
Entry

NeOSS-SA

.
Service Problem Management

Network
Test

ManagementTrouble
Ticketing 

Customer
Care 

BSS
Subscription 

Registry

NeOSS-ADM

Access Domain Manager

Service Provision

Service Maintenance

Access Domain 
Network management

NeOSS-NM

Network Management

Network
Activation

Management

Network
Fault

Management

Network
Performance
Management

Element

Management

 

(그림 2) 종합 운용관리 체제 목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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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eOSS 업무별 개념도 

 

IV. NeOSS 구현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가입자들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OSS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개통, 변경, 해지 및 고장 수리 요청 등의 기능 요구 사항도 급속히 늘어 왔다. 그러나, 기존 

OSS 제공 체계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도메인 별로 상이한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어 현재의 복합 서비스 체계

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KT의 종합 통신망 운용관리시스템인 NeOSS는 이러한 시대 상

황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인 비용 구조하에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기술 기반(common 

infrastructure) 공통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NeOSS의 공통 플랫폼

은 Microsoft .NET 기술이며, 본 절에서는 OSS 구현을 위한 공통 플랫폼으로서의 .NET 기술의 적합성을 보

이고, NeOSS 구현에 사용되는 구체적 기술들을 소개한다. 

 

1. NeOSS 기술 요구 사항 

 

  지금까지 KT의 많은 OSS들은 Unix 서버에서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Java등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KT는 Java 기반의 J2EE와 .NET을 

NeOSS의 공통 플랫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 검토 작업을 거친 끝에 MS의 .NET 기술을 최종 결정 하였

다. MS .NET 기술은 NeOSS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 기술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만족시킨다.[4][5] 

 

 개발 기간 단축 : 현재와 같은 경쟁 체계에서는 OSS의 빠른 개발/적용으로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

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을 통한 모듈 

재사용성 증대와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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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통한 개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MS .NET은 COM+(Component Object Model)와 같은 컴

포넌트를 제공하고, .NET 어셈블리라는 실행 모듈의 저장소를 통해 개발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 개발 툴인 VS.NET(Visual Studio .NET)은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 워크플로우 엔진인 

BizTalk 서버 등과 통합되어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확장성 : S/W 구조의 확장성 및 고성능 H/W에 의한 scale-up, H/W의 병렬 배치에 의한 scale-out

을 지원한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 VS.NET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템플릿 및 웹 응용 프로그램 템플릿에 

의한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UI (User Interface)개발 기

능을 지원한다. 

 대규모/분산 트랜잭션 처리 : COM+ 컴포넌트, MS DTC(Distributed Transaction Coordinator) 등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으며, 메시징 기술인 MSMQ(MS Message Queuing)와 BizTalk 서

버, SQL 서버 등에도 트랜잭션 관리 기능이 제공된다. 

 다른 OSS와의 연동 : 차세대 통신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XML 웹서비스 및 MSMQ, 닷넷 리모팅, 소

켓, COM/CORBA 브리지, BizTalk서버의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능 등을 사용하

여 기존 OSS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저비용 구조 : 현재 KT와 MS간의 전략적 제휴가 맺어져 있어, S/W 및 H/W의 가격 측면에서 기존 

Unix기반 플랫폼에 비해 4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2. NeOSS 구현을 위한 .NET 기술 

 

(그림 4)는 NET 기술을 기반으로 한 NeOSS의 기본 기술 구조이다[5]. NeOSS는 웹/응용 서버와 BizTalk 

서버,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나뉜 3계층 구조이며 웹 서비스 등으로 기존 Legacy 시스템과 연동한다. 

 

 

(그림 4)  .NET 기반 NeOSS 기술 구조 

 

가. 워크플로우 엔진 및 EAI (BizTalk 서버) 

NeOSS는 워크플로우 엔진을 도입하고 각 업무 단계를 모듈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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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구성 업무의 경우 서비스 별로 업무 절차가 유사한 점이 많아 워크 

플로우 엔진 도입에 의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KT의 BSS(Business Support System)인 

ICIS와의 연동,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의 연동 및 기타 기존 OSS를 통합하는 EAI 툴

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NeOSS에는 워크플로우 엔진 및 EAI 툴인 BizTalk 서버 2004를 사용한다. BizTalk 서버 2004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다계층 프로세스 설계 : 서브 프로세스 구성이 가능하여 유연한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디버깅 : 개발 시 단위 모듈별 프로세스 디버깅 

 프로세스 모니터링 : 진행 상황 모니터링 

 통계 : OLAP 기능을 사용하여 통계 작성 

 EAI 기능 : 웹서비스, MSMQ 등을 사용할 수 있고 adapter 모듈을 통해 기타응용 프로그램 통합 

 개발 : VS.NET을 사용하여 통합 개발 가능 

 

나. XML 

  XML은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다. Microsoft .NET은 

기본적으로 Microsoft XML 웹 서비스 플랫폼이며 많은 부분들이 XML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

다. NeOSS에서도 서비스 오더, 고장 처리 오더 등의 데이터가 XML로 처리되고, 웹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되

어 있는 연동 부분, BizTalk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업무 프로세스 역시 XML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XML 데이터 형식은 플랫폼 독립적이므로 Legacy등 타 시스템과 연동이 많은 OSS에 적합하다. 

 

다. 통신 수단 

1) ASP.NET 웹 서비스 

  웹 서비스란 플랫폼, 언어, 객체 모델에 중립적 형태로 웹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NeOSS에서는 웹서비스를 사용해 XML데이터를 HTTP기반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며, 특히 타 시스템과의 연동 표준으로 웹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NeOSS에서는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실시간성 기능 호출에는 웹서비스를 단독 또는 프로토콜 어

댑터와 같이 사용하며, 비실시간성 기능 호출에는 EAI를 통한 웹서비스를 사용한다. 웹서비스는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해 정의하며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그림 5 )  NeOSS 실시간성 연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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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eOSS 비실시간성 연동 모형 

 

2) 닷넷 리모팅 

  닷넷 리모팅이란 다양한 도메인, 프로세스, 컴퓨터에 있는 개체들간의 통신을 위한 프레임웤이다. 클라이언

트와 서버는 .NET 구성요소, 웹서비스, 기존 COM 구성요소 등이 될 수 있고 페이로드는 SOAP/XML, 바이

너리 등도 될 수 있으며 프로토콜로는 HTTP, TCP/IP, DCOM등을 사용할 수 있어 용도에 따라 다양한 조합

이 가능하다. NeOSS에서는 C/S(Client/Server)환경의 클라이언트 UI와 서버 간의 통신에 이를 사용한다. 

3) 메시징 (MSMQ) 

메시지 및 메시지 큐(queue)를 사용한 비동기식 전송 방식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들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 혼합된 네트워크와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가능케 한다. NeOSS에서는 

BizTalk서버와의 통신에서 MSMQ 와 함께 MSMQ/T라는 특수한 형태의 메시징을 사용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1) SQL 서버 

  NeOSS는 시설 및 공통 부분 데이터를 NeOSS-FM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SO, SA, ADM, WM 및 SLA 등의 

기타 시스템 별로 사용하는 국지적인 데이터들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관리한다. NeOSS에는 Microsoft 

SQL 서버(64bit)를 적용하며, SQL 서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에 의해 전국 규모 데이터를 통합한 NeOSS

의 복잡한 대규모 쿼리에 대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규모 메모리 어드레싱(주소 지정)  

 무제한에 가까운 가상 메모리 

 I/O를 줄여 주는 대규모 버퍼 풀로 디스크 스래싱(thrashing: 과다 상태) 감소 

 

2) ADO.NET 

ADO.NET은 MS가 제공하는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기술이며, VS.NET을 사용하여 DataSet, DataReader, DataAdapter 객체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NeOSS에서는 ADO.NET을 사용한 저장 프로시져(stored procedure) 

직접 호출 및 ASP.NET 웹 서비스를 사용한 데이터 베이스 API를 사용한다. 웹서비스를 사용한 DB API는 클

라이언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고 방화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마. 컴포넌트 기반 구조 (COM+ 및 닷넷 어셈블리) 

  COM+는 기존의 컴포넌트 모델인 COM과 트랜잭션 관리자인 MTS(Microsoft Transaction Server)의 기능

을 통합하여 시스템의 각 모듈에 대한 트랜잭션 관리, 보안 관리 및 동기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닷넷 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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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는 일종의 실행 모듈 보관소이다. NeOSS에서는 많은 핵심 모듈들이 COM+ 컴포넌트 및 닷넷 어셈블리

로 등록되어 사용된다.  

 

바. User Interface 

1)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VS.NET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작성과 같은 방

법으로 브라우저, 휴대용 장비와 Windows 클라이언트 등의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웹

폼(Web Forms)을 사용하면 폼 형식으로 NeOSS UI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2)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VS.NET에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웹 응용프로그램 작성과 같은 방

법으로 윈폼(Window Forms)을 사용하여 폼 형식의 다양한 NeO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사. 개발 툴 (Visual Studio .NET) 

  VS.NET은 XML 웹 서비스, Microsoft Window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웹 솔루션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통합 개발 도구 툴로서 지금까지 기술한 모든 NeOSS 관련 Microsoft 기술들을 적용/개발할 수 있

게 해준다.  

 

V. 결론  
 

NeOSS는 기존의 서비스별, 도메인별로 개별 구축되어 있던 KT의 운용관리시스템들을 공통 플랫폼 기반의 

단일 시스템화한 종합 통신망 운용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을 망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수

집하여 One stop고장처리 실현, SLA 기준에 의한 고객 서비스 관리 기반 실현 등의 8대 개선 지표를 수립, 

NeOSS 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Microsoft의 닷넷 플랫폼을 공통 인프라로 선정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용 능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현재 2004년 7월 사업 적용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천 NeOSS 중앙운용 센터에 1차 사

업화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 중에 있다. NeOSS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닷넷 플랫폼인 동시에 대형 유닉스 

서버에서 가동되어 오던 DB 플랫폼이 64비트 아이테니엄 서버로 교체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이것은 그 

동안 유닉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엔터프라이즈 서버 중심의 운용관리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

는 것이다. 

2004년 고객 접점 시스템 현장 배치를 시작으로 이후 망관리 시스템 리모델링에 의한 NeOSS 구축이 완료

되면 KT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OSS시장을 개척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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