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주요 이슈에 대해 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는 FTS 서비스는 엔지니어링 및 운영관리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S (Focused Technical Support) 서비스는 장애 

전담지원 서비스로 각종 장애와 망의 원활한 운

용을 위해 장애 전담 지원팀이 즉각적으로 지원

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FTS 서비스는 SmartNet 혹은 SmartNet Total 

care 서비스 고객의 네트워크 규모, 서비스 형태, 

대규모 작업 등 선택적 요구 사항에 따라 HTOM 

단일 서비스,  HTE 단일 서비스, HTOM과 HTE

가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FTS 서비스 중 HTOM 서비스와 

HTE 서비스의 실제 도입 사례를 통해 장애 전담 

운영 관리자(HTOM, High-Touch Operations 

Manager) 와 장애 전담 엔지니어(HTE, High-

Touch Engineer) 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적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고객사 운영팀은 네트워크 유지보수 주기에 따라 

장비 인벤토리 관리, 네트워크 디자인 설계 참여, 

구축과 정비 등을 비롯해서 각종 위험 요소 안에

서 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원활한 망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HTOM 서비스를 먼저 소

개합니다. 장애 전담운영 관리자 (HTOM, High-

Touch Operations Manager)는 고객사 운영팀에 

가상 팀원으로 합류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 모든 서비스 요청의 시작부터 종

료까지 관리합니다. 

[HTOM 단일 서비스]

 

HTOM은 모든 네트워크 장애이력을 관리하고 통

계화하여 가치있는 장애 운영분석  보고서 제공 

[HTOM 장애 운영분석 보고서]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요청된 SR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HTOM은 월간/분기/연간 등 주기적으

로 맞춤형 장애 운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

객의 비즈니스 및 운영 리뷰에 동참하고 운영 현

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고객은 장애 운영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고객사에 발생된 장애동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HTOM은 운영 및 절차 상 발생하는 이슈의 

1차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관리하며 심각성을 고려

하여 에스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

로 장애 처리를 위한 역량 집중이 가능해져 해

결 처리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서비스 요청(SR) 현황/이력 관리 

 장애 운영 분석 보고서 제공을 통한 장애동향 

분석 및 유사형태 장애 재발 방지 

 고객의 비즈니스 및 운영 리뷰에 동참하여 문

제해결에 대한 의사판단의 기회 제공 

 

장애전담 엔지니어(HTE, High-Touch Engineer)

는 고객이 직면한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고객 네

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점적이고 개별적인 지원 

[HTE 단일 서비스]

 

긴급 장애 발생 시, HTE는 표면적 문제 즉 단순

한 증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운용장비의 아키텍쳐에 기반한 네트워크 레벨

의 장애해결을 도모하고, 발생된 장애로 인한 비

즈니스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역량을 적

극 활용하여 기술 지원을 합니다 

[HTE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그리고, 장비 아키텍쳐를 고려한 문제해결 접근

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만성적인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심각성에 따라 개발부서의 기술지원을 직접 받도

록 유도하여 장애해결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를 넘어 아키텍쳐에 입각한 

장애 원인 분석서를 제공함으로 문제에 대한 이

해도를 높힘니다.  

 

[HTE 하드웨어 정밀분석 보고서] 

  
 

HTE는 보안 취약성과 운용장비 및 운용 소프트

웨어 결함발생 여부를 관리하여 네트워크 상태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

면서 그에 맞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

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측

면으로 특화된 HTOM 서비스, 기술 지원 측면으

로 전문화된 HTE 서비스, 이 두가지 서비스가 결

합된 HTOM/HTE 서비스로 구성된 FTS 서비스를 

고객이 운용하는 망과 서비스 규모에 따라 맞춤

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TS (Focused Technical Support) 도입을 통해 

여러분의 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