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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서는 FTS (Focused Technical Support)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서비스 구성 

중 HTOM 서비스 (High-Touch Operations 

Management Service) 를 소개 했다면, 이번 호

에서는 고객의 네트워크에 심각한 장애가 일어 

났을 때 시스코의 차별화된 장애 전담 엔지니어

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개별장비가 아닌 네트워

크 수준에서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HTE 서비스 (High-Touch Engineering Service) 를 

소개합니다.  

고객사 네트워크에 정통한 장애 전담 엔지니어의 

주치의 서비스  

“HTE 서비스의 제공사항과 혜택” 

고객사 네트워크에 심각한 장애 혹은 지속적인 

문제 발생시 장애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최고 수준의 

장애 전담 엔지니어 서비스인 HTE 서비스는 고

객의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인

프라에 맞는 기술을 갖춘 장애 전담 엔지니어가 

매일 8시간 주중 5일 (8x5) 지원하는 서비스 입

니다. 고객이 원하는 추가 옵션에 따라 P1/P2 

상황에 직면했을 때 24시간 년중 7일 (24x7)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장애 전담 엔지니어는 고객의 비즈니스 

및 운영 관련 사항, 그리고 기술지원 이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

크 장애 이슈를 해결 하게 됩니다. 

 

① 개별 장비 단위를 넘어선 전체 네트워크 단위

(Network Level)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해

결을 집중 지원함으로 해결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원인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재현시험(Lab 

Recreation Test) 진행과 고객 환경에 맞는 원

인 분석결과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

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방지와 네트워

크의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③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고객 요청사항 수렴 

후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④ 장애 전담 엔지니어가 기술적 측면의 문제이

력 관리함으로써 발생빈도가 높은 문제를 조

기 탐지하여, 동일 유형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장애 전담 엔지니어(HTE, High-Touch Engineer)

는 단순히 네트워크 장애 문제만을 해결 하는 것

이 아닙니다. HTE를 통해 IT 네트워크 담당자들

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직시할 수 있게 되

고, HTE가 제공한 솔루션과 권고 사항으로 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한 조직에 네트워크 문제

가 발생하면 고객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인프라

에 정통한 장애 전담 엔지니어의 맞춤형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중대한 네트워크 

이슈에 직면하게 되면, HTE가 투입되어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HTE는 문제해결을 위해 재현 시험 진행

을 진행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RCA 리포트

(Root Cause Analysis Report) 을 통해 최적의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

는데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한가지 증상에 집중하기 보다 만성적

인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

정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하고 소요비용 절감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HTE 서비스를 통해 사전 장

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사후 장애 발생시 즉

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E 서비스 지원 사례]  

 

시스코가 제공하는 “NOS(Network Optimization 

Support) 서비스와 FTS(Focused Technical 

Support) 서비스의 차이점은? 

FTS 서비스가 시스코로부터 자사의 네트워크에 

대해 차별화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면, NOS 서비스는 고객이 현재 가진 네트워

크 인프라를 최적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말해, FTS 서비스는 네트워크 운영 중에 발

생한 기술적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특정 고객에 집중해서 운

영상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애

를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서비스입

니다. 

NOS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술의 변화를 빠르고 

적합하게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로서 안정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

면서 그에 맞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FTS 서비스는 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서비스이고, NOS 서비스

는 기술 도입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서 궁극적으로 네트워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시스코의 맞춤형 

기술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여러분의 망을 보다 안

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