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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미들웨어 도입의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 기업이 처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전 산업에서 e-비즈니스화가 이루
어지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즉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기
업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다.
미들웨어를 사용한 3-tier시스템 개발은 기존의 호스트기반 시스템이나 2tier 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성능, 확장이 용이한 구조, 업무의 추가나 변경 작
업에 대한 유연성과 개발에 대한 높은 생산성의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미들웨어를 기반으로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ICIS)의 주요기능인 고객관리
시스템, 요금관리시스템, 마케팅지원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정의 하였으며, 특
히 고객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ERD(Entity Relation Diagram)을 설계하고, 사용
된 주요 테이블과 ID 부여 규칙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의 온라인
처리 흐름과 기본흐름를 설명하였고, 참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구현화면, 클
라이언트 소스, 서버소스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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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써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정보서비스에 대
한 요구 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급속적인 성
장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클라이언트와 서
버의 가교역할을 하는 미들웨어 또한 큰 호황을 누리며 현대사회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6] 미들웨어는 분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운사이징, 고기능화 추
세에 맞추어 원격지간의 플랫폼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가능하게 해
주어 각 프로세스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다.[3]
미들웨어 도입의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 기업이 처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전 산업에서 e-비즈니스화가 이루
어지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즉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기
업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다.
미들웨어의 도입은 엄청난 속도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많
은 기업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미들웨어를 도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하지만 미들웨어 도입이 기업의 비용 증가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업내 각종 IT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각종 추가장비의 도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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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 유지 비용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
다.

미들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보시스템 개발 단축 및

비용절감,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대응,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독립성 유지,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오픈 시스템 구축 용이 등이 있
다. [15]
이 논문에서는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보여주고,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미들웨어 관련연구를 하고 3장에서는 통합고객
관리시스템의 설계를 연구하고 4장에서는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의 구현을 연구
하고 5장에서는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의 구현 효과 및 6장에서는 결론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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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기존 고객관리 시스템 문제점

2.1.1. 시스템 측면

첫째, 각 서비스별 전산시스템이 이기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템 상호간
자료공유 및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 인력 추가 소요를 요
구한다. 영업분야는 일반전화, 지능망, 정보통신 등 서비스별로 시스템이 각각
구축되고, 고객정보 요금정보로 이원화됨에 따라 고객관련 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분산되어 통계 데이터 생성
에 약 2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영업활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장기간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노후화에 있다. 일부 서비스 시스템
의 경우 80년대 개발 후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시스템 용량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호스트를 기반으로 한 COBOL 프로그램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어렵다.
셋째, 클라이언트/서버형 2-tier Architecture 시스템이 존재한다. 2-tier의 문제
점으로서는 확장성/유연성이 부족하다. 서버시스템의 확장에 대해 클라이언트
의 요구에 대한 서버분할이나 서버간의 요구전송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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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성/우연성이 부족하다. 클라이언트 수가 증가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엑세스 요구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경우 성능(Performance)이 저
하된다.

GUI와 업무 논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논리나 조작 수단이

변경될 경우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며, 공유나 재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으로 유지보수성이 좋지않다.

2.1.2. 기능적 측면

첫째, DB구조 및 AP가 서비스별로 상이하여 S/W개발 업무 비효율적이다.
장기간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신규서비스의 즉각적인 수용이 곤
란하고 다양한 개발/운용환경은 시스템 운용인력의 분할과 함께 체계적인 기
술력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아울러 상품추가나 요청자료 작업시 반드
시 PROGRAM이 필요하다.
둘째, 고객/요금시스템간 전산시스템 상이로 인하여 고객요금간 매월 DB일
치화 작업수행을 수행한다.
셋째, 통합고객관리가 아니라 서비스번호 위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한
고객명을 중복으로 관리하면서 코드화 하지 안 했기 때문에 디스크 등 시스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넷째, SO 처리시 화면흐름이 각 서비스별로 상이하고 한 시스템에서 ONESTOP 처리가 안되어 비효율적 업무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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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들웨어의 필요성
기존에 사용되던 2-tier 대한 대안으로, 미들웨어를 이용한 3-tier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8]
첫째 성능 면에서는 2-tier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요구가 하나의
서버에 집중되는 것이 성능상의 취약점이라면, 3-tier 시스템에서는 업무 논리
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기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
다.
둘째 확장성 면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층에 업무 논리를 두지 않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클라이언트 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유연성 면에서는 업무 논리의 추가,변경 작업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만 국한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측의 변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만으로 한정 할 수 있다
넷째 개발생산성 면에서는 3-tier 시스템은 상호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tier
마다 개발작업을 병행 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 논리의 구성 요소화 또는 객
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현저해진다. 또한 구성요소 들을 재사용하
기가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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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유지보수성 면에서는 클라이언트측의 변경은 프리젠테이션 부분의
변경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경작업은 독립적인 비즈니스Tier에 국
한된다.
여섯째 가용성 면에서는 특정한 업무 논리의 복사본을 여러 개의 서버에 배
치하는 것보다 장애가 일어났을 때에 대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정지를 피할 수
있다.
일곱째 시스템 모니터링 면에서는 미들웨어가 제공해 주는 기능에 의해 시
스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시스템 확장에 대한 필요성 여부, 장
애 상황 예측 및 문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다.

2.3. 미들웨어관련기술

2.3.1. 미들웨어의 정의

좁은 범위로는 한 기업에 설치된 다양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근거리통신망 환경, PC 환경 및 운영체제의 차이를 메워주는 소프
트웨어를 말한다. 즉, 복잡한 이기종(異機種)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중앙에 집중된 메인프레임(mainframe) 컴퓨팅 파워를 업무
의

특성에

따라

다중의

호스트(ho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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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고자

하는

다운사이징

(downsizing) 기법, 기존에 구축된 독립적인 이기종의 시스템들을 하나의 네트
워크로 연결하고자 하는 SI(system integration:시스템통합) 기법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집중식 컴퓨팅(centralized computing)은 급격히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으로 변하였다.
분산 컴퓨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통신망의 구축이 확산됨에 따라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서버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뿐만 아니라 이종(異種)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
트워크 간의 접속,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스템을 연결해 단일
한 사용자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분산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프트웨어가 미들웨어(middleware)이다.

2.3.2. 미들웨어의 분류

미들웨어는 여러 관점에서 분류되며, 본 논문에서는 가트너 그룹의 분류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가트너 그룹은 미들웨어를 크게 기반 미들웨어(Basic
Middleware)와 통합 미들웨어(Integration Middleware)로 분류한다. [1]
기반 미들웨어는 인트라넷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며, 통합
미들웨어는 기반 미들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상이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어플
리케이션들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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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기반미들웨어(Basic Middleware)

기반 미들웨어는 데이터관리 미들웨어, 커뮤니케이션 미들웨어 및 플랫폼
미들웨어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에서 데이터나 메시지
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관리 미들웨어(Data Management Middleware)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
터베이스, 커뮤니케이션미들웨어(Communication Middleware)는 어플리케이션
과 어플리케이션간에 데이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미들웨어(Platform Middleware)는 어플리케이션간을 중개하면서 2단계 커밋 등
의 트랜잭션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기동 등의 관리 기능이 보완된 보다 진보된
형태의 미들웨어이다.
데이터관리 미들웨어는 SQL 구문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데이
터베이스를 엑세스 하도록 지원한다. SQL을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하여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며 SQL 구문과 조건에 맞는 모든 데이터를 가
져오기 때문에 네트웍을 경유하는 데이터량이 많아 성능이 저하되고, 어플리
케이션 로직이 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려
워 소규모의 LAN 환경에 적합하다. SQL *Net, ODBC 등의 제품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미들웨어는 자체의 API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
이션 간에 메시지를 중개한다. RPC나 메시징 방식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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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리된 결과 데이터만을 전송함으로써, 네트웍을 경유하는 데이터량이 작
아 WAN 환경에 적합하나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2단계 커밋등의 트랜잭션 관
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며, ONC-RPC, MqSeries, MSMQ 등의 제품이 있다.
플랫폼 미들웨어는 주로 메시징 기술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간의 메시지
를 중개한다. 플랫폼 미들웨어는 클라이언트/서버와 웹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간에 메시지를 중개하고 2단계 커밋 등의 트랜잭션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초
기에는 씬 모니터 등을 중심으로 3계층 구조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지원
하였으나 클라이언트와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개발 시 복잡한 면을 보여주었다. 웹 환경에서는 기존 플랫폼 미들웨어
의 단점을 보완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어플리케이션 등의 인터페이스 생성
및 테스팅,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객체 및 컴포넌트 개발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발전하고 있다. TP 모
니터로서 Tuxedo, TopEnd, 웹어플리케이션 서버로 WebSphere, WebLogic 등
의 제품이 있다.

2.3.2.2. 통합미들웨어(Integration Middleware)

통합미들웨어는 기본 미들웨어의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상이한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상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다 쉽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기업의 전산 환경이 메인프레임, 클라이언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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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웹 환경 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B2B 전자상거
래를 위해 상이한 전산환경을 연결하기 위해 통합 미들웨어의 필요성은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이트웨이(Gateway)는 상이한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
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간에 자체 API를 제공하여 데이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이트웨이는 기반 미들웨어를 운영하면서, 어플리
케이션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상이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하고, Information Builder, Cross Access 등의 제품이 있으며, 커
뮤니케이션게이트웨이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고, MQSerises
등의 제품이 있으며, 플랫폼 게이트웨이는 플랫폼 미들웨어를 중심으로 어플
리케이션을 연결하며, COM-to-CICS, COM-to-CORBA, JAVA-to-CICS, Tuxedoto-CICS 등의 제품이 있다.
슈퍼서비스는 게이트웨이를 통합하여 공통 API를 이용하여 모든 어플리케이
션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슈퍼서비스는 모든 어플리케이
션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이해
하고 공통 API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력있는
솔류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시도는 기업자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제품
으로는 Candle사의 Rom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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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 미들웨어는 결국 상이한 시스템들을 Point-to-Point 방식에 의해
연결하는 입장이나,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복잡하다.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Point-to-Point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지양하고, 허브를 중심으로 비즈니
스 프로세스 관리와 통합 브로커를 이용한 EAI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EAI는 미들웨어를 중심으로 Hub & Spoke 방식에 의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하고, 기존의 트랜잭션 관리, 메시지 전송 및 변환, 워크플로우 기술을 패키지
화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통합 및 유지보수를 쉽게 한다.

2.4. 미들웨어 비교
본 논문에서는 산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중 TP 모니터기
능을 가지는 Tuxedo 와 Tmax 제품에 대해 비교 설명 하였다.
항목
기능적
관점

제품
안정성

Tuxedo

Tmax

미들웨어의 Global Standard (세계
표준) 제품으로써 대부분의 하드
웨어, 개발 툴, 시스템 툴, 어플리
케이션과의 연동이 보장됨.

겉으로 보기에는 턱시도와 유사
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 처리 방
법은 확인 할 수 없음. 탑재 가
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
1. 제품 발표된 지 2 년밖에 되
지 않은 것으로, 그 동안 실 운
영업무에서 사용된 Reference 가
미약하며, 충분한 Field Test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는지 예측 불가
능함.
2. 각 Site 별 적용 시 발생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제품 Source 를

1.최초 개발된 지 20 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그 동안 많은 Field Test
및 Version Upgrade 를 통하여 가
장 안정적인 제품으로 공인 받고
있음. Source code 자체 구성도
모듈화로 최신 기술 적용이 용이
하게 되어 있으며,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 이미
구현된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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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향후
기술발전
에 따른
대응노력

Tuxedo

Tmax

2. 제품 개발시 하드웨어 공급업
체 및 RDBMS, 개발툴 업체들과
Source Code Level 의 개발 협력
을 통하여 각 업체들의 Bug
report 를 활용하여 최대한 안정적
인 제품을 출시함.
3. 문제 발생시 각 업체별 Patch
report 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 문제 해결이 가능함.
4.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공식적인
지원
플랫폼
(Supported Platform)임으로 문제
발생시 상호 원인 추적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함.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고객사별로 별도 Version 이 만
들어지는 것임.
향후 Version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제품 Porting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Source
Level 작업이 아닌 국내에서 일
반적인 Porting 임으로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음 –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DBMS)
의 Version-Up 에 따른 지속적인
Porting 어려움.
4. 각 하드웨어 및 RDBMS 등의
공식적인 지원 플랫폼이 아님으
로 문제 발생시 상호 원인 추적
및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
함.
일반 OLTP 용 미들웨어인 Tmax
와 이를 Web Server 와 연결하
기 위한 일종의 Relay module
인 Web T (BEA 의 JOLT 와 유
사함) 및 일부 Web Server 를 공
급하고 있으나 산업계 전반적인
표준 기술(JAVA, Component)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BEA Solution 은 일반 OLTP 용
미들웨어인 Tuxedo 를 비롯하여,
Internet
용인
Web
Logic
Application Server, CORBA 계열
의 Web Logic Enterprise Server,
메인프레임(IBM,UNISYS, Tandem
등)과의 연결을 위한 eLink for
Mainframe,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와 연동을 위한 eLink for SAP,
Oracle ERP, People Soft, BAAN
등, 개발 툴 (Builder, Visual Café)
및컴포넌트 (WebLogic Commerce
Server)
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업체로써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 시 기
존 투자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
술을 접목할 수 있는 Solution 을
완벽하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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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Tuxedo

Tmax

상호
운영적인
측면

주요 하드웨어 회사 (IBM, HP,
SUN, Compaq 등), RDBMS
(Oracle,
Informix,
Sybase,
Microsoft
등),
개발
툴
(Powerbuilder,
Delphi,
Visual
Basic 등), 시스템 관리툴 (CA,
BMC, HP OpenView 등) 을 비롯
하여 대부분 주요 공급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휴뿐만 아니라 Source code 차
원에서 정보를 공유함)를 맺고 있
음으로 상호 운영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
으며, 신제품 발표시 항상 최우선
순위로 포팅되어 출시됨으로 최
신 기술 적용 및 상호 운영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단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음.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용량 트랜
잭션 처리 사이트에서 운영 중이
며, 국내 대부분 Mission Critical
Sites 에서 사용 중임.)공인된
TPC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80% 이상이 BEA Tuxedo 를 이용
하여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
음.
1993 년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되
어 현재 300 여개 이상 고객사에
서 운영중이며 대부분의 개발업
체에서도 표준 미들웨어로 사용
하고 있음으로 턱시도 개발인력
확보는 용이함. 또한 각 업무별
유사 운영 사이트가 많음으로 솔
류션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
함

주요 업체들과 제휴관계가 불가
능함으로 하드웨어 또는 툴과의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움 (예를 들어 HP 시스템과
연관된 에러가 발생하여 HP 본
사에 이 문제를 escalation 하였
을 경우, HP Support 팀에서는
Tmax 를 알지 못함으로 이를 처
리할 수 없음) 즉 타 업체의
Supported Platform 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지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능력

기술
지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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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중인 사이트도 소수에
불과하며 대용량, Mission Critical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 또
한 공인된 테스트 자료도 없음.
(몇몇 업체에서 테스트한 내부자
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테스트
절차 및 방법이 외부 공인자료
로 참고하기에는 미흡함)
실 운영사이트 기술 지원 경험
이 미흡함으로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
한 기술 지원 능력이 미비함.
또한 개발자들이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 기술 습득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장시간이 요구됨
으로 전체 개발 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항목

Tuxedo

Tmax

운영측면

1. Command Line Help, OnLine
Help 기능이 완벽하게 제공되며
매뉴얼도 매우 상세하며 e-Doc
형식으로 제공된다.
2. 별도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매월 정기 교육이 과정별로
제공됨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
3. 완벽한 Log System 을 제공함
으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Trace 등 원인 파악
이 용이하다.
차기제품 2000 년 5 월에 출시된 Tuxedo
Roadmap Version 7.1 은 Multi-thread Engine
으로 완전히 Engine change 한
신제품으로 성능 향상 및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있으며 XML 등
신기술 적용 등으로 e-Business
에 대한 지속적인 제품 Upgrade
를 하고 있다
솔루션
다양한 산업별/업무별 솔루션이
확보차원 이미 개발되어 있음으로 검증되
고 안정적인 솔루션들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다

1. Command Line Help 및
OnLine Help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매뉴얼 내용도 상세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극심하다.
2. 교육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많
음.
3. 장애 발생시 또는 처리 흐름
에 대한 상세한 Log 가 부족하여
장애 원인 분석과 Trace 가 어려
움.
기존 제품에 대한 Bug fix 차원
의 release upgrade 수준.

개발된 솔루션들이 매우 적으며
취약함

위의 분석자료와 같이 Tuxedo 와 Tmax를 비교하면, Enterprise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Tuxedo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Tuxedo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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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uxedo

2.5.1. 턱시도 개요

턱시도는 미들웨어의 일종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연결을 유지/관리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작업 처리 요구를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에서의 작업결
과를 클라이언트에 응답하는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미들웨어에는 기본 기능만을 수행하는 더미 미들웨어(예를들면, 2계층 시스
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데이타 통로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
로그램)와 더미 미들웨어가 가진 기능 이외에 해당 서비스를 찾아준다든가,
큐잉 기능 등의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미들웨어가 있다.
미들웨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측과 서버측 미들웨어
가 별도로 존재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자료의 교환은 각각의 미들웨어를 반드시 통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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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TUXEDO의 기능

기능

설명

1.다른 머신상에 있는 Procedure(프로그램)를 불러내는 기능으
RPC(Remote 로 프로그래머는 통신을 의식하지 않고 보통의 Sub_Routine 을
Procedure
불러내는 식으로 코딩이 가능함
Call) 기능
2.현재 X/Open 은 RPC 에 대해 세가지 사양의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TUXEDO 기반의 XATMI 와 TxRPC, 그리고 동배간
통신의 표준이다
Multi-Thread 유닉스 프로세스로 여러 Application 을 실행할 수 있으며,
기능
TP_Monitor 내부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 처리
를 고속화 할 수 있다
Directory
1.Directory 서비스는 프로그램등 시스템 자원의 소재지 관리 기
관리 기능
능
2.클라이언트가 RPC 로 서버 프로그램을 불러낼 때 네트웍 어드
레스를 의식하지 않고 프로그램명(서비스명)만 지정하면 되는 방
식이다
Data
1.Request 의 데이터 내용을 보고 수신처의 서버를 판단하는 기
Dependent
능
Routing
기 2.예를 들면 동일한 특성의 데이타를 여러 서버로 분산한 경우
능
고객의 우편번호를 보고 처리할 서버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다
3. 여러 서버 사이의 Load Balancing 분산처리 환경에서 여러 서
버 사이의 Request 를 배분하는 기능
4. 균등하게 배분하는 라운드로빙방식, 서버의 처리능력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 서버의 부하상황을 보고 동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등이 있다
5.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관리서버나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때에는
반드시 시스템 구성(Configuration) File 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6.분산처리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측 Application Program 의
Version 관리 기능이 중요하다. 즉, 새로운 버젼의 프로그램을 미
리 클라이언트에 전송해 두고 어떤 시점에서 일제히 변경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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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시스템 리포 장애 발생시 트랜잭션 로그나 에러 로그의 분석을 위해서 이들
트 기능
로그를 편집해서 출력하는 기능

2.5.3. TUXEDO의 장점

장점

설명

처리 시
간 보장
개발의
생산성
장애극복
및 복구
데이타
무결성

Peak-Time 시나 대용량 트랜잭션 발생시 안정적이고, 빠른 처리능
력을 보장함
Program 작성상의 용이성 및 확장성을 보장함

부하분산
자원의
중앙관리

장애 발생시 사용자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
애관리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함
분산된 DBMS, Network, System 등의 처리과정 중 전체에 대한 데이
터 및 트랜잭션 무결성을 보장하여, 시스템 신뢰도
확보함. (2
Phase Commit)
특정 시스템으로만 부하가 편중 되는 것을 막아 시스템 전체 성능
을 최적화 함.
C/S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원관리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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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3.1.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의 기능
통합고객관리시스템(ICIS : Integrated Customer Information System)이란 통신
서비스별,단위업무별로 구축 운용되어오던 고객,요금,마케팅 관련 시스템들 각
각의 고객정보 DB를 통합/집중화하고 기존 서비스 중심으로 구축/운용되어오
던 정보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통합 구축하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마케팅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3.1.1. 전체시스템구성도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의 구성은 고객관리시스템, 요금관리시스템, 마케팅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관리시스템이란 고객이 상품을 신청을 하거나 사용중인 상품에 대해 변
경을 요청할 경우 고객기본정보관리, 서비스계약(SO 처리),할인/감면계약,청구
계약 등을 관리하고, 관리한 정보를 요금에 원부 이동 하고, 시설정보에 데이
터를 준다. 설계방향은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된 기능을 고객중심의 단일 입력
기능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TEXT 방식의 CLIENT환경을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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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리시스템은 교환기에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과금자료를 수집하여 수
집 즉시 상품별 요율 및 할인등과 같은 가격정책을 적용하여 요금계산하고,
고객별 요금을 집계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요금정보 제공 및 청구서를 발
행하며, 수납 및 체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설계 방향은 요금구조 체계 구
축, 일일과금 체제구축, 고객중심의 요금관리지원, 다양한 청구 매체 및 양식
지원, 다양하고 편리한 수납방법 제공 및 수납정보 일단위 처리 등이 개발 목
표였다.

SO 처리

정보관리

서비스청약

고객관리

민원응대
요금조회

계산

수체납관리

과금자료수집

체납내역관리

호 단위계산

수납적용관리

교환기별요금계산

횟수대행관리

사용료/정액료계산

FIRM-BANKING

시설관리

서비스해지

위탁별정관리

명의변경

사무지원

열람증명

내역및조회출력

압류

청구서재발행
조정액감액
차월증감

일마감
오더관리
업무처리내역

고객관리시스템

일괄처리업무

할인처리
이중납환급처리
불납결손

총산

마케팅분석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고객 분석

영업활동괸리

수요조사

영업사원지원

상품 관리
통화성향/요금분석

설문조사

판촉 관리
협력사 괸리

마케팅지원시스템

민원시설분석

[Figure 1] 전체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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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리시스템

마케팅지원시스템은 고객관리시스템과 요금관리시스템에서 받은 정보를 기
초로 하여 상품분석,상품별영업현황 영업수입분석 등 고객중심의 통합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구현한다.

3.1.2. 고객관리시스템

주요기능

3.1.2.1. SO(SERVICE ORDER)처리
SO처리란 신규,해지,설변,번호변경,번호변경안내,지번변경,상품전환,부가서비
스,게재명의 변경,장비대여/반납,계약변경,타지역서비스,대표장치,DID/DOD 패
키지 신규,압류,증설,이용중지/부활,정액형전환,미완료오더처리,실비납부관리,요
금/청구계약(그룹사통합,청구계약관리/변경,전국통합,청구처변경,통신요금통합),
할인/감면계약,자동이체 등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신청,변경할 수 있고 또한
그 정보를 관리한다.
SO처리의 그림을 보면 고객이 신규를 서비스 청약하면 공사명령을 요청한
다. 오더관리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지 등 오더가 발생할 때 마다 접
수중 이거나 사용중인 오더를 관리하거나 TIMS와 연동하여 준공이 되면 오더
를 변경 시키는 역할을 한다. 접수중 이거나 사용중인 오더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해지하거나 명의변경,열람/증명을 처리한다. 각 SO 처리 시 발생
한 내역은 오더관리에서 전부 관리한다. 발생한 오더들은 전부 요금시스템으
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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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사무지원

7.만료예정일
도래계약처리

가설정보
고객정보

공사명령

처리결과

공사명령요청
6.오더관리

1.서비스청약

고객정보

준공정보
해지접수
내역

청약접수
내역

고객정보

해지접수
내역
체납정보

2.서비스해지

완료오더
정보

요금관리시스템

고객정보
3.명의변경

해지
접수
내역

요금계약

공사명령
요청

고객정보
4.열람/증명
열람/증명료 산정

법원

압류신청
/해지
5.압류

압류현황

서비스계약

[Figure 2] SO 처리구성도

3.1.2.1.1. 서비스 청약
서비스 청약이란 상품을 신규 신청하거나 할인/감면,부가서비스를 신청 및
전출입 등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청약시 제일 먼저 고객을 선택한다. 처음 가입한 고객이면 고객을
등록 하고 기존에 고객이 등록된 가입자이면 고객정보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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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을 선택한다. 고객을 선택 후 청구계약 정보를 등록/
변경 하고, 요구사항을 서비스계약 원부에 등록한다. 별도로 할인/감면계약을
체결시 요금계약 정보를 등록한다. 그리고 실비가 발생시 실비처리를 하고 요
금관리시스템에 이관한다. 그리고 공사명령서를 발행하여 실시간으로 TIMS시
스템과 연동한다. TIMS시스템에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서비스계약 원부에 등록
한다.
서비스 계약 사항에는 기본계약사항을 원부에 등록하고, 번호부여, 부가서
비스 계약,장비계약 등을 관리한다. 요금계약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는 감
면계약, 면세계약, 할인계약, 국제전화 할인계약, 콜보너스/마일리지 계약을
관리한다. 실비처리에서는 실비산정하고 계좌번호 등을 관리한다.
3.1.2.1.2. 서비스 해지
서비스 해지란 서비스 청약한 상품 및 할인/감면을 해지하는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지를 요청한 고객의 정보를 읽어오고, 요금관리시스템에서 체납정
보를 읽어온다. 해지처리시 연관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선처리를 하거나 연
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설비비 가입자 해지시는 유보금을 산정하여 요금관리
시스템에 REAL_TIME으로 즉시 연계처리한다. 요금시스템에 연동된 데이터는
창구즉납인지 온라인환급인지를 판단하여 온라인환급 가입자이면 은행과 사외
연동을 처리한다. 서비스계약정보나 청구계약 정보를 만료처리 한다. 서비스청
약과 마찬가지로 TIMS시스템에 연동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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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3. 명의변경
명의변경이란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주거나 전화를 양도 등 고객명
의를 변경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정당
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연관상품에 따라 선처리,연계처리를 한다. 명의변경
을 할 때 고객의 청구정보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아울러 지능망시스템에도 연계처리 한다.
3.1.2.1.4. 열람증명
열람증명이란 고객 서비스번호(전화번호)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계약정보와 실비계약 정보 청구계약정보를 보
여준다. 그리고 가입자이력, 번호변동이력, 연관상품검색, 해지상품조회, 압류
사항,가입증명서 발행,해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다.
3.1.2.1.5. 압류
압류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 지참) 전화에 대한 실비나 사용권
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다. 서비스번호별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면 한
번호에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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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6. 오더관리
오더관리란 SO를 발생 시킬때마다 오더를 생성한다. 생성된 오더에 대하여
오더검색, 공사명령서발행, 오더완료, 오더취소, 준공취소, 준공일변경, 희망일
변경, 실비결제처리 를 한다.
오더검색은 오더관리번호, 서비스번호, 접수일기준, 개통일기준에서 오더를
검색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접수자, 오더유형, 오더상태,처리상태별로 자세
히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오더완료은 접수중(가설중)인 상품을 사용중으로 변경하면서 오더완료일을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됨으로 모든 서비스계약 TABLE을 UPDATE한다.
실비결제처리는 SO처리시 발생한 실비에 대하여 실비수납/환급에 대하여
처리한다.

3.1.2.2. 정보관리
정보관리란 SO 처리시 참조할 수 있는 고객의 정보관리나 시설관리,위탁별
정관리 등을 의미한다.
3.1.2.2.1. 고객관리
고객관리에는 고객기본정보를 등록/변경, 고객기본정보 조회 하고, 고객 개
명처리 등을 제공한다.

고객기본정보를 등록/변경시 고객의 고유ID(CUST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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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고객이 정보를 변경하거나 개명처리시 다른 관리
TABLE에 영향을 주지않고 고객을 관리하는 TABLE만 반영한다.
3.1.2.2.2. 시설관리
시설관리에는 번호관리, 가설정보관리, 임대장비관리로 구분한다.
번호관리에는 국번/한도율을 전화국별로 생성/삭제/수정/조회가 가능하고 전
번(번호)의 내역(교환기종,국번용도,교환기ID,RSS,IDLC)을 수정할 수 있고 또
한 전번용도(보류,부여가능 등)를 변경할수 있다.
가설정보관리에는 부가서비스 수용가능여부관리,전화가설 가능건수 등록,급
지관리, 지역정보관리, 건물관리를 한다. 부가서비스 수용율 관리에는 교환기
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가 초과하면 부가서비스 수용율관리에 더 이상 부가서
비스를 등록할 수 없다고 표시한다. 전화가설 가능건수 등록은 가설부서에서
일자별 시간별로 가능한 건수를 입력하여 가설정보를 관리하면서 등록/수정/삭
제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리를 한다.

급지관리는 전화국별로 이력 형식으로 급지관

지역정보관리 동코드,번지유형,종료번지별로 관리하면서 조회/추

가/수정/삭제를 할 수 있다.건물정보관리에는 건물을 동별,우편번호별,번지별로
관리한다.
임대장비관리에는 임대장비 입고,출고가 발생하면 장비재고상태를 변경관리
한면서 부여가능장비,대여반납내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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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3. 위탁별정관리
위탁별정관리에는 사업자관리,실적관리,판매원부를 관리한다.
사업자관리에는 별정사업자 기본정보, 위탁점 기본정보,판매대행사업자내역
을 관리한다. 실적관리 SO 처리시 등록한 위탁/별정 등록을 기준으로 서비스
번호별 가입자내역, 위탁/별정 전국분 화일 생성, 위탁/별정 판매내역을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판매원부관리 별정가입자 기존가입자 모집 파일처리, 별정환
불율관리, 위탁별정 판매자코드를 관리한다.

3.1.2.3. 사무지원
사무지원이란 SO 처리후 조회 및 출력이나 BATCH작업을 의미한다.
3.1.2.3.1. 내역조회 및 출력
SO에서 발생한 내역을 조회 및 출력을 한다. 할인계약정보, 서비스계약정보
등을 조회 출력한다.
3.1.2.3.2. 일마감
온라인 입력처리 마감후 당일날 처리한 SO에 대하여 집계처리를 한다. 수
용국별/접수국별/접수자별로 처러건수,준공건수,취소건수 등을 집계처리한다.
일마감이 들어가기전 자동해지처리,자동오더준공처리,자동과금처리를 한다.
3.1.2.3.3. 일괄처리업무
일마감 처리후 요금시스템 자료생성하고, 타시스템 전송자료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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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스템 자료생성에는 서비스번호변동이력편성,서비스계약변동이력편성
등을 생성한다. 타시스템 전송자료에는 FOCUS,EDI,114,전화번호㈜,번변안내
서비스 등에 대하여 파일생성 및 연동처리한다.

3.1.3. 요금관리시스템

①통화호계산

주요기능

②총요금조정

③청구서발행

④수납 및 체납

⑤민원관리

[Figure 3] 요금관리시스템 흐름도

3.1.3.1. 민원응대

민원응대란 고객의 민원응대에 필요한 요금청구서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조
회하고 각종 청구정보와 체납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이의신청 자료 중 차월에
반영될 자료를 입력 받아 해당요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제공되는 업무로서 요금조회,청구서재발행,조정액 감액,차월증감,이중납 환급
처리,불납결손 등 이다.
요금조회는 체납요금조회, 항목별 체납요금조회, 청구요금이력조회,항목별
청구요금이력조회, 불납결손요금월별조회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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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재발행에는 단독발행과 일괄청구서 발행이 존재하는데 일괄발행에서
는 서비스번호, 청구번호별로 파일을 생성하여 일괄적으로 발행한다.
조정액 감액과 차월증감은 각각 등록 및 이력조회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처
리한다. 가산금 전체증감/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단위 또한 가능토록
처리한다. 이중납 환급처리는 고객이 요금을 더 낼 경우 발생한다.이중납 환급
처리에는 이중납을 환급 처리하거나,청구계약별로 조회하는 이중납 내역조회,
이중납 귀속처리 등이 있다. 불납결손은 BATCH 작업으로 불납대상자료를 전
화국에 제공하여 확정여부를 받는다. 전화국에서 처리한 불납결손에 대하여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1.3.2. 계산

통화호 계산은 교환기로부터 전송되는 과금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즉
시 호단위로 사용료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요율변경 및 신규서비스 발
생시 AP의 변경없이 요율테이블의 변경만으로 즉시 수용가능한 구조로 설계
하고, 대용량처리에 적합한 구조 선택한다.

3.1.3.3. 총산(총요금조정)

총산은 통화호계산에서 인계 받은 일요약자료와 고객계약 원부사항을 반영
하여 계약과 관련된 정액요금을 일할계산하고, 가입자별로 각종 할인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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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사요금 합산처리, 세금계산, 체납금 및 가산금 계산 처리를 수행하여 청
구정보를 생성한다. 정액료 및 할인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요율정보 및 할인
정책을 기준정보화 하고, 사용료 처리는 통화호계산 일요약 결과를 결기나 이
중기간 자료를 체크하여 결기정보를 생성한 뒤 당월청구고객에 대한 사용요금
을 추출하여 요금항목별 청구정보를 생성한다.

3.1.3.4. 청구서발행

청구서의 업무영역은 크게 청구서 발행, 청구서 기준정보 관리, ERP연동자
료 작성 등의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청구서 발행은 고객정보,요금정보,상세내역 정보 등 청구서 발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여,제공될 내역서의 분량을 계산하고, 배달우체국정보,청구서
서식종류, 제공될 안내문/봉입물 정보, 일련번호 등을 생성한다. 고객에게 제
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통합된 청구서 발행과 고객 원하는 다양한 청
구매체로 제공 및 납기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청구서 기준정보 관리는 요금항목 변경시에도 기준정보 등록 또는 변경으로
AP에 영향을 최소화하며, 세분화된 상품코드, 요금항목코드에 대해 청구서에
인쇄해 줄 청구상품 및 요금항목 그룹핑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상세한 상세내
역 또는 요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별첨내역서 양식구성 기준정보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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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용자가 고객유형별로 제공해 줄 섹션정보를 지정하면
AP 변경 없이 차별화 된 내역제공을 한다.
ERP 연동자료 작성작업의 특징은 청구요금과 계정과목의 코드화로 복잡하
고 다양한 요금체계를 상품코드,요금항목코드,세금코드로 분류하여 청구요금자
료를 작성함으로 특정회사의 재무계정과목으로 데이터 매핑만 하면 AP의 변
경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3.1.3.5. 수/체납관리

수납 및 체납 업무는 요금청구 시점에서부터 출발되는 업무로 수납자료수
집, 수납적용, 체납관리, 재무/부가세 정보관리, 회수대행정산, 위탁점 수수료
정산 등 크게 6종으로 구분된다.
요금납부방법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금융기관,편의
점 ,KT지사 또는 지점에서 OCR 청구서로 납부할 수 있는 직접 납부와 은행/
우체국/신용카드 계좌에서 지정된 일자에 자동출금 되는 자동이체 납부, 전화
를 통한ARS 납부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납부방법별 각기 다른 자료
LAYOUT을 표준포맷 변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수납방법 추가 시
기존수행 AP에 영향을 주지않고 신속히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수납기관으로부터 매일 수집된 자료는 일일단위로 수납 적용하여 이미 수
납된 자료이면 이중납으로 생성하여 익일 현장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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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이 일부금액만을 납부코자 하면 현장 창구에서 부분수납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당월요금이 납기일까지 미수납 된 자료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위하여 체납DB를 생성한다. 이때 일부금액이 납기내 수
납 되어도 부분 체납된 금액은 체납으로 관리된다.
재무정보관리는 영업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모든 매출과 수입금에 대한 통계
관리 업무로서 총산에서 당월청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월 기초징수 결정액을
산정하고 수체납처리 후 이중납, 결번납, 시정자료, 조정액감액, 변동 및 전출
입, 상각수납발생, 불납결손등에 의한 매출정보 갱신을 반영하여 최종징수결정
액을 산정한다.
회수대행정산이란 KT매출이 아닌 특정요금을 통신요금청구서에 합산청구
하여 수납대행하고 수납대행 수수료 및 환급액을 산정하는 업무로써 정보제공
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합산청구,단말기 구입요금 합산청구,타사 통신요금 합산
청구 등이 있다.
위탁점 수수료 정산업무는 사업부서에서 KT상품을 위탁점에 영업위탁을 하
고 상품별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업무로
써 위탁점 유형별,상품별로 가입수수료,관리수수료, 반환수수료 계산결과를 원
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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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마케팅지원시스템

주요기능

마케팅지원시스템
마케팅지원시스템

마케팅분석
마케팅분석

마케팅활동지원
마케팅활동지원

마케팅정보관리
마케팅정보관리

마케팅조사
마케팅조사

고객관리

A M/RM
마케팅관리

판촉관리

수요조사

상품별영업현황

PABX고객관리

사외유통망관리

설문조사

통화호 분석

요금설계지원

인터넷상품
시장분석
현장지원통계
지능망영업통계

시외사전선택
고객관리
DM관리

[Figure 4] 마케팅지원시스템 기능구성도

3.1.4.1. 마케팅분석

마케팅분석분야는 ICIS가 수용하고 있는 KT상품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고
객의 가입/이용현황과 현업고객응대 요원을 위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정보로는 통화호 정보와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상품
(Megapass, 코넷, enTUM 등)의 시장분석정보를 들 수 있다. 상품별 영업현황
정보는 주요 상품인 일반전화/데이터상품/전용회선/무선상품/위성상품 등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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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상품에 대한 총괄 영업현황을 제공하며, 현장지원 통계정보는 현업에서
활용성이 높은 SO처리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능망 상품에 대한 시장
상황 파악, 고객의 가입성향 및 이용성향 분석 등을 통해 신규고객 창출을 위
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특히, 통화호 분석 기능에서는 일반전화
/공중전화/ISDN 이용고객의 통화호 데이터를 시내호/시외호/지능망호/이동통신
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통계뿐만 아니
라 통화이용패턴에 따른 우수고객 추출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세분화 및 차
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선점 및 시장우위 확보가 시급한 인터넷상품 시장분석 기능을 통해 일
별/월별 시장추세를 분석하고, 설치지연이나 가입 취소/해지 고객의 상세내역
을 파악하여 고객유지 및 신규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한다.
마케팅분석분야의 각 기능들은 전사적 CRM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생성한다.

3.1.4.2. 마케팅활동지원

마케팅활동지원분야는 현장 마케팅 요원인 AM/RM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AM/RM 마케팅지원기능, 구내 이용상품인 PABX와 별정3호 이용고객을 관리
하는 PABX고객관리기능, 시외/국제 OCP상품의 요금설계를 지원하는 요금설
계지원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M/RM 마케팅지원은 전국형 대형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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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의 중·소/개인고객사의 시장동향, 영업활동이력, 상품이용현황, 매
출현황, 전국지사 매출현황, AM/RM연계마케팅 등의 정보를 토대로 관리고객
사의 경쟁사 이탈방지 및 매출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시스템의 대표적 기능이다. 최근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능으로는 DM
관리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DM발송을 위한 고객리스트를 추출하고 문안을
관리함은 물론, 발송/추출 이력정보를 활용함으로써 DB마케팅 전개가 가능하
도록 지원한다.

3.1.4.3. 마케팅정보관리

마케팅정보관리분야는 광고/홍보/판촉/DM 등 판매촉진정보를 관리하는 판촉
관리기능과 위탁점/별정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외유통망관리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다.

3.1.4.4. 마케팅조사

마케팅조사분야는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조사
기능은 일반전화와 전용회선, 데이터 상품 시장의 상품 가입현황 자료를 활용
하여 과거 수요수 변화에 대한 추이 및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근간으로 효율적인 설비투자 및 사업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다. 설문조사 기능은 설문지 구성부터 설문분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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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요금정보를 활용하여 표적고객 지향적인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
양한 분석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3.2. 데이터베이스 설계

3.2.1. ERD

고객오더
ord_no
cust_id (FK)
start_ord_no (FK)
sa_id
sa_cd
svc_type_cd
svc_no

고객기본정보
cust_id
cust_no_type
cust_no
cust_name
가입계약구조
sa_id
cust_id (FK)
start_date
end_date
sa_cd
p_node_id
top_sa_id
ia_node_id

실비계약
sa_id
start_ord_no (FK)
chrg_item_cd
pay_exempt_rsn_cd
cntrct_amt
payed_amt

청구계약구조
start_ord_no
start_date
end_date
ia_node_id

할인계약구조
node_id
node_type
start_date
da_id
start_ord_no (FK)
end_ord_no

전번table
DDD (FK)
kuk_no (FK)
tel_no
tel_ofc_cd (FK)
전번용도코드

국번테이블
DDD
kuk_no
tel_ofc_cd (FK)
국번용도코드
교환기코드

서비스계약
start_ord_no
start_proc_type
start_ord_type_cd
start_date
end_ord_no
end_proc_type
end_ord_type_cd

할인계약
da_id
start_ord_no
start_proc_type
start_date
end_date
dc_plan_id

전화국
tel_ofc_cd
tel_ofc_name

[Figure 5] 고객관리시스템 ERD

35

청구계약
ia_id
start_date
end_date
ia_prod_type_cd

3.2.2. ID 부여규칙

용도 및 생성 규칙

ID종류

고객통합ID
(CUST_ID)

서비스계약ID
(SA_ID)

청구계약ID
(IA_ID)

z

개요:고객을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키로서 서버

별로 부여:VARCHAR2(11)
z

- 생성규칙:ID구분(1) + 일련번호(9) + 서버코드(1)

z

개요:서비스계약을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키: VARCHAR(11)

z

생성규칙:ID구분(1) + 일련번호(9) + 서버코드(1)

z 개요:청구계약을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키
VARCHAR(11)
z - 생성규칙:청구구분(1) + 일련번호(9) + 서버코드(1)
z

개요:SO서비스계약에 대한 관리번호로 SO접수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재부여하지 않고 오더번호를 변경
z

생성규칙:VARCHAR(15)
예) 003638100728996 => 00-363-81-007289-9-6

고객오더번호
(ORD_NO)

-

00:년도 끝 두자리(2000년)

-

363:select to_char(sysdate,’ddd’) from dual
81:처리시간대(08시10분대로 시간0~N,분은 10)

-

007289:해당일 Oracle Sequence No 6자리)

-

9: 오더변경시 변경되는 부분으로 처음 생성시 무조건

“9”이나 동일오더가 변경시는 A,B,C,D로 증가됨
- 6:지역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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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생성 규칙

ID종류

z
오더관리번호
(ORD_MNG_N
O)

개요:상품별/전화국별/오더유형별로 처리자료를 관리 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테이블로 관리함
z

생성규칙 :상품코드+수용국코드+세부오더유형+장단기+사업용

구분에 따라 시리얼 번호 6자리를 부여
- 년도1자리+SERIAL번호 5자리

z
TIMS 처리번호
(WO_SER)

개요:상품별/전화국별/오더유형별로 TIMS용으로 별도 관리하

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테이블로 관리함
z

생성규칙

-

수용국별 오더 유형별 (TSIS체제유지)로 부여
- 초기값: 1000000001(10자리)

3.2.3. 주요 TABLE

3.2.3.1. 가입계약구조

고객과 상품간의 관계,상품과 청구계약의 관계를 관리한다.
 고객계약구조의 모든 자료는 접수시점에 편성한다
 전출입시는 전입기준으로 편성한다.
 시작일,만료일은 준공(오더완료)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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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컬럼명(한글)

PK

TYPE

PK

Varchar

LENGTH

SA_ID

서비스계약ID

START_DATE

시작일

Varchar

8

END_DATE

만료일

Varchar

8

TABLE_ID

테이블ID

Varchar

30

PROD_TYPE_CD

상품유형코드

Varchar

1

SA_CD

서비스계약코드

Varchar

4

SA_DTL_CD

서비스계약상세코드

Varchar

4

P_NODE_TYPE

모노드유형

Varchar

1

P_NODE_ID

모노드ID

Varchar

11

TOP_SA_ID

최상위서비스계약ID

Varchar

11

IA_NODE_TYPE

청구노드유형

Varchar

1

IA_NODE_ID

청구노드ID

Varchar

12

BILL_SA_ID_TYPE

요금부과서비스계약ID유형

Varchar

1

INIT_START_DATE

최초시작일

Varchar

8

[Table 1]

11

가입계약구조 TABLE

3.2.3.2. 서비스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서비스계약내역을 관리한다. 설치장소 및 계약정보
를 관리한다.
 서비스계약의 모든 자료는 접수시점에 편성
 시작일,만료일은 준공(오더완료)시 편성

PK

TYPE

LENGTH

SA_ID

컬럼명

서비스계약ID

컬럼명(한글)

PK

Varchar

11

START_ORD_NO

시작오더번호

PK

Varchar

15

38

TYPE

LENGTH

START_PROC_TYPE

컬럼명

시작처리유형

컬럼명(한글)

Varchar

1

START_ORD_TYPE_CD

시작오더유형

Varchar

2

START_DATE

시작일(유효)

Varchar

8

START_REG_DATE

시작등록일

Date

END_ORD_NO

만료오더번호

Varchar

15

END_PROC_TYPE

만료처리유형

Varchar

1

END_ORD_TYPE_CD

만료오더유형

Varchar

2

END_DATE

만료일(유효)

Varchar

8

END_REG_DATE

만료등록일

PROD_TYPE_CD

상품유형코드

Varchar

1

LIFE_CYCLE

라이프사이클

Varchar

1

SA_CD

서비스계약코드

Varchar

4

TOP_SA_ID

최상위서비스계약ID

Varchar

11

P_SA_ID

모서비스계약ID

Varchar

11

TOP_SA_DTL_CD

최상위서비스계약상세코드

Varchar

4

SA_DTL_CD

서비스계약상세코드

Varchar

4

CNTRCT_END_RESV_FLAG

계약만료예정구분

Varchar

1

[Table 2]

PK

Date

서비스계약 TABLE

3.2.3.3. 청구계약구조

서비스회선에 대한 청구계약id의 변경관계를 이력형태로 관리하는 테이블이
다.
컬럼명(영문)

컬럼명(한글명)

PK

TYPE

LENGTH

SA_ID

서비스계약ID

PK

Varchar

11

START_ORD_NO

시작오더번호

PK

Varchar

15

START_PROC_TYPE

시작처리유형

Varchar

1

START_DATE

시작일(유효)

Varchar

8

START_REG_DATE

시작등록일

Date

END_ORD_NO

만료오더번호

Varchar

15

END_PROC_TYPE

만료처리유형

Varchar

1

39

END_DATE

만료일(유효)

Varchar

END_REG_DATE

만료등록일

Date

IA_NODE_TYPE

청구노드유형

Varchar

1

IA_NODE_ID

청구계약노드ID

Varchar

12

BILL_SA_ID_TYPE

요금부과서비스계약ID유형

Varchar

1

TOP_SA_ID

최상위서비스계약ID

Varchar

11

[Table 3]

8

청구계약구조 TABLE

3.2.3.4. 청구계약

청구계약내용을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신규청약 또는 청구처 변경시에 생성된다.
 자동이체등 청구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처리 된다.

컬럼명(영문)

컬럼명(한글명)

PK

TYPE

LENGTH

PK

Varchar

11

IA_ID

청구계약ID

REG_DATE

등록일

START_DATE

시작일(유효)

Varchar

8

END_DATE

만료일(유효)

Varchar

8

SA_END_REG_DATE

서비스계약만료등록일

IA_PROD_TYPE_CD

청구상품유형코드

Varchar

2

AR_IA_ID

통합청구계약ID

Varchar

11

AR_IA_TYPE_CD

통합청구유형

Varchar

1

REPR_SA_ID

대표서비스계약ID

Varchar

11

CUST_ID

고객ID

Varchar

11

PAYER_NAME

납부자명

Varchar

50

PAYER_MNG_TYPE

납부자관리유형

Varchar

1

PAYER_MNG_CD

납부자관리코드

Varchar

8

AUTO_EFT_FLAG

자동이체여부

Varchar

1

[Table 4]

Date

Date

청구계약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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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고객오더

하나의 서비스계약이 접수되어 개통되기까지 해당오더를 처리한 내역을 관
리한다
 고객오더 테이블은 접수시에 편성하고 준공 및 취소시 UPDATE하며
이때 고객오더 진행이력에 변동사항을 저장한다.
 고객오더 테이블은 완료오더에 대해 3개월마다 정리한다.
 요금부서와는 무관한 테이블이며 전국전출시 이동대상은 아니다.
 생성/소멸/변경시점을 기록해주고 무결성규칙(실비테이블등과 연계)을
기술한다.
컬럼명

컬럼명(한글)

PK

LENGTH

Varchar

15

ORD_NO

오더번호

SA_ID

서비스계약ID

Varchar

11

SA_CD

서비스계약코드

Varchar

4

SVC_TYPE_CD

서비스유형코드

Varchar

2

TERM_CNTRCT_TYPE

기간계약유형

Varchar

1

KT_USE_FLAG

사업용여부

Varchar

1

SVC_NO

서비스번호

Varchar

20

ORD_MNG_NO

고객오더관리번호

Varchar

10

SVC_OFC_CD

수용국코드

Varchar

6

EXCH_OFC_CD

교환국코드

Varchar

6

INSTL_MNG_OFC_CD

개통관리국코드

Varchar

6

CUST_ID

고객ID

Varchar

11

CUST_NAME

고객명

Varchar

50

CUST_NO_TYPE

고객식별번호유형

Varchar

1

CUST_NO

고객식별번호

Varchar

20

USER_ORD_TYPE_CD

사용오더유형코드

Varchar

2

[Table 5]

PK

TYPE

고객오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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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실비계약

실비납부사항을 현행으로 관리한다.
 편성대상 실비


설비비형전화 : 모든 설비비형 전화에 해당(면제포함)



가입비형전화 : 모든 가입비비형 전화에 해당(면제포함)



보증금

: 모든 자급제공중전화(면제포함)

컬럼명

컬럼명(한글)

PK

TYPE

LENGTH

PK

Varchar

11

SA_ID

서비스계약ID

CHRG_ITEM_CD

요금항목코드

Varchar

4

PAY_EXEMPT_RSN_CD

면제사유코드

Varchar

2

PAY_EXEMPT_RSN_TEXT

면제사유

Varchar

100

AREA_GRD

급지

Varchar

2

SUPPLY_AMT

공급가액

Number

VAT

부가세

Number

VAT_CD

부가세코드

Varchar

CNTRCT_AMT

계약금액

Number

CNTRCT_PAY_TIME_CD

계약납부시점코드

Varchar

CNTRCT_PAY_CNT

계약납부횟수

Number

CHARGE_CNT

청구횟수

Number

PAYED_AMT

납부된금액

Number

INSTALLMENT_COMPLETED_DATE

분납완료일

Varchar

8

PAY_COMPLETE_TYPE

완납유형

Varchar

1

SA_DTL_CD

서비스계약상세코드

Varchar

4

[Table 6]

실비계약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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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2.3.7. 할인계약구조

할인계약이 발생되는 모든 레벨인 청구계약,서비스계약,고객과의 관계를 갖
는 테이블이다.
 할인계약 신청/변경/폐지시 편성한다
 한 할인계약ID에 여러회선이 존재하는 경우를 위해 사용한다.
컬럼명

컬럼명(한글)

PK

TYPE

NODE_ID

노드ID(할인대상)

PK

Varchar

11

NODE_TYPE

노드유형(할인대상)

PK

Varchar

1

START_DATE

시작일(유효)

PK

Varchar

8

DA_ID

할인계약ID

PK

Varchar

11

START_ORD_NO

시작오더번호

Varchar

15

END_ORD_NO

만료오더번호

Varchar

15

END_DATE

만료일(유효)

Varchar

8

[Table 7]

LENGTH

할인계약구조 TABLE

3.2.3.8. 할인계약

할인계약 정보를 관리한다.
컬럼명

컬럼명(한글)

PK

TYPE

LENGTH

DA_ID

할인계약ID

PK

Varchar

11

START_ORD_NO

시작오더번호

PK

Varchar

15

START_PROC_TYPE

시작처리유형(유효)

Varchar

1

START_DATE

시작일(유효)

Varchar

8

START_REG_DATE

시작등록일

END_ORD_NO

종료오더번호

Varchar

15

END_PROC_TYPE

만료처리유형(유효)

Varchar

1

END_DATE

만료일(유효)

Varchar

8

END_REG_DATE

만료등록일

Dat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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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컬럼명(한글)

PK

TYPE

LENGTH

INIT_INSTL_DATE

최초계약일

Varchar

8

DC_PLAN_ID

할인계획ID

Varchar

4

SA_CD

서비스계약코드

Varchar

4

SA_DTL_CD

서비스계약상세코드

Varchar

4

CNTRY_CD_SET_1

국가코드집합(1국가군)

Varchar

24

CNTRY_CD_SET_2

국가코드집합(2국가군)

Varchar

24

CNTRCT_YEARS

계약년수

Number

1

CNTRCT_END_RESV_DATE

계약만료예정일

Varchar

8

REL_SA_ID

연관서비스계약ID

Varchar

11

CALLED_NO_SET

착신번호집합

Varchar

300

[Table 8]

할인계약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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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구성

중앙정보센터 (1 개소 )
접속료정산시스템

고객 .요금시스템

(고객 )

( 요금 )
계산

총산
청구

수체납

운용콘솔

정산

요금

관제컨트롤서버

정산

민원

컨트롤 DB
DB (정산용 )

DB

중앙관제시스템

마케팅지원시스템

DB

(HOT & STANDBY)

DB
(OPS)

유지보수서버

D/W

DB
( OPS)

KTIS

망
지역정보센터 (6 개소 )

영업창구
(요금 )

전
화
(교환기)

국

계산

등
ACD

(고객 )

프린터
서버

고속인쇄기

총산
청구

수체납

요금
민원

260

CTI

" ACD

개

H/C

관

DB
( OPS)

기
과금자료

과금자료

고객상담센터

[Figure 6]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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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OPS)

DB

DB

(HOT & STANDBY)

시스템은 고객대응, 요금관리, 마케팅지원, 중앙관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H/W와 결합된 물리적 측면에서는 고객대응과 요금관리를 통합하여
지역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분산 방식의 지역업무 시스템 6식과 전국 업무의
중앙집중 처리를 위한 전국업무 시스템 1식, 그리고 중앙집중방식의 마케팅지
원 시스템과 중앙관제시스템 각 1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4.1.1. H/W구성도

고객대응시스템은 2노드 Hot/Standby 로 구성되어 있어 Hot 서버 장애시
Standby 서버에서 온라인 업무를 처리한다.
요금관리시스템은 2노드 OPS 로 구성되어 있어,

민원서버 장애시 수체납

서버에서 민원업무까지 처리하게 구성 되었다.
 고객/요금 관리시스템
각 노 드 별 서 버 모 습 ( N S /R S )
구분

고
고 객 10

객

요
고 객 20

민원

수체납

금
총산

계산

서 버

DB

업무구분

HOT

STANDBY

OPS

O N _L IN E

O PS

BATCH

[Figure 7] 고객/요금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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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중앙관제 시스템
구분

접속료

마케팅
IB M

중앙관제
HP

HP

HP

서버

DB

[Figure 8] 마케팅/중앙관제 시스템

4.1.2. 서버 재원

서버명

기 종

CPU(개)

중 앙(CCRNS)

GS140(700MHz)

6

6

283

서 울(CCRSL)

GS140(700MHz)

6

6

350

경기,강원(CCRKK)

GS140(700MHz)

4

4

359

부 산(CCRPS)

GS140(700MHz)

4

4

233

대 구(CCRDG)

GS140(700MHz)

4

4

145

전남,전북,제주(CCRJN) GS140(700MHz)

4

4

149

4

4

168

충 청(CCRCN)

GS140(525MHz)

MEM(GB)

DISK(GB)

[Figure 9] 고객 중앙/지역 서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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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명
요금시스템

기 종
GS140
AS8400

CPU(개)

MEM(GB)

DISK(GB)

138

120

26,459

접속료정산

AS8400

16

8

5,927

마케팅지원

RS6000SP

117

80

14,000

4

4

233

중앙관제

HP K20
HP L2000

[Figure 10] 고객 외 서버 재원

4.1.3. Client구성도

WIN98 SE 및 NT, Windows XP 등의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용 Tuxedo
LIB 기반으로 MDB , OCX 등을 사용하여 비주얼 C++ 로 구현하였다.

중앙관제모듈
(메시지수신,
다운로드,
인증,PC Shield,
TCO,V3)

ICIS 어플리케이션
(VC++, OCX, MDB 등)

CCT Lib
Tuxedo
TCP/IP

Window 98 SE 이상
사용자(Pentinum PC)
[Figure 11] CLIEN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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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

클라이언트는 Windows 환경에서 Visual C++ 6.0 , Crystal Report 등의 GUI
Tool 로 개발된 ICIS 고객대응 윈도우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받아 DLL 파일
로 제공되어지는 CCT API 모듈을 사용하여 서버로 전송하며, 서버의 처리결
과를 수신하여 화면 또는 프린터로 출력한다.
클라이언트는 기준정보 테이블 TB_CSYSRSCD 에 등록되어 있는 라우팅정
보를 사용하여 타 지역서버의 데이터 처리 및 Two-Phase Commit 을 구현한
다.

4.1.4. Server구성도

서버의 S/W는 데이터를 관리하기위해 오라클을 기반으로, 부하분산을 위해
미들웨어(tuxedo)를 사용하였고, 서버용 CCT Lib위에 AP 구현하였으며, 프로
그램 종류로는 턱시도서버, 온라인연동, 배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버 시스템은 IBM 계열 AIX UNIX 환경하에서 Oracle 8.0.6.3 과 미들웨어
TUXEDO 6.4 를 기반으로 Pro*C 로 개발된 고객대응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자료전송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CCT 아
키텍처에 의해 이루어지며 CCT_Server DLL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모
듈과 LIB 형태로 제공되는 서버 모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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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 어플리케이션
(고객, 요금,마케팅)시스템

중앙관제 NetBackup
(Verites)
모듈

CCT Lib
MiddleWare(TUXEDO6.4)

ORACLE 8.0.6.3
TCP/IP
OS
(UNIX)

X.25
TRU64 VER 4.0F
AIX VER 4.2.1

중앙/ 지역서버

[Figure 12] 서버구성도

4.2. 프로그램 구조
4.2.1. 개 요

온라인 처리구조는 Visual C++ 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Oracle 과 Pro*C 로 개발된 서버,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트랜젝션을 관리하는
Tuxedo(Middleware) 로 구성(3-Tier

구조)되어 있으며 NS(중앙서버) 와

50

RS(지역서버) 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처리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처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동처리구조는 처리기능에 따라 데이터처리, 자료송수신, TimeOut 처리 서
비스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동 프로토콜 적용유형은 연동기관(사내/사외)
에 따라 SQL*NET, TCP/IP, X.25, RS-232C 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처리구조는 업무기능에 따라 온라인 처리성 업무를 배치 처리하는 경우
와 자료발췌 등과 같이 별개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처리성 업
무를

배치처리 하는 경우는 온라인 처리시 사용하는 공통함수를 반드시 사용

하여 기능변경으로 인한 온라인/배치 프로그램간 처리결과 일치성을 유지하였
고 배치처리 프로그램 실행도 2-Tier 처리구조를 적용 개발함으로서 업무자동
화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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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온라인 처리 흐름도
DATABASE
조회/처리

Server
서비스
DATABAS
E

(처리)

GetInputRows()
입력데이
터READ

SetOutputRows()
처리결과
WRITE

FML Buffer
TCP/IP
입력데이터
WRITE

처리결과
READ

CCT_Msg_Send()
CCT Msg SendAsync()
온라인
처리요구

고객응대
(접수)
Client

처리완료
(출력)

※ CCT_Msg_Send() : 동기식 호출
CCT_Msg_SendAsync() : 비동기식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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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_Wms_GetOutputRow()

4.2.3. 기본 흐름도 설명.

4.2.3.1. 고객응대(접수)

고객응대시 서비스 호출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턱시
도 공통함수인 동기식 호출의 경우 CCT_Msg_Send() 를 사용하고 비동기식
호출일 경우는

CCT_Msg_SendAsync() 를 사용하여 턱시도의 FML(Fielded

Manupulation Language ) 버퍼에 저장하게 된다.
※

FML 버퍼는 서버의 메모리 내에 위치하며 턱시도를 기반으로 하는
3-Tier 구조내에서 모든 데이터 송수신은 FML 버퍼를 사용하게 된다.

4.2.3.2. 서비스(처리)

호출된

서비스는

프로세스

기동과

동시에

서버의

턱시도

공통함수인

GetInutRows() 를 통해 FML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
이터를 입력인자로 취득, Oracle Database 고객 데이터 조회 및 처리작업을 수
행한 후 처리결과를 다시 FML 버퍼에 저장하게 된다.

4.2.3.3. 온라인 처리 완료

서비스 프로세스는 FML 버퍼로의 DATA write 와 병행하여 클라이언트로 서
비스의 성공/실패에 대한 리턴값을 반환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리턴값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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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FML 버퍼의 서비스 처리결과를 CCT_Wms_GetOutputRow ()를 사용하여
READ, 화면 또는 프린트로 출력함으로서 온라인 처리를 종료한다.

4.3. 클라이언트 구현화면
고객대응시스템에 접속한 후 일반전화 신규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CLIENT 신규신청 화면은 3개의 TAB으로 구성되어 있
다.
1) TAB1 : 기본계약 TAB으로서 기본계약,청약정보 및 실비처리 내역을 다
룬다.
TAB1은 제일 먼저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기타 등으로 고객을 입력하면 고
객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고객을 등록한
다.

고객번호에 따라 체납이나 계약휴지부활여부를 CHECK한다.

전화 청약댓수를 선택하고, 설치주소에 따라 수용국명,선로국명,지역특성 정
보를 가져온다. 단기전화를 신청시 자동폐지여부를 받아서 철거희망일에 자동
으로 TIMS로 연동한다. 고객이 실비를 즉납,후납(청구서 납부),면제,ONLINE즉
납,신용카드 여부를 선택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금액이 SETTINGE이 된다. 첫
번째 화면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수동부여나 자동부여에 따라서 원하는 번
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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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신규화면 TAB1

2) TAB2 : 판매자/114안내/기타/신청자정보를 나타낸다.
2번째 TAB에서는 위탁/별정가입자가 모집시에는 위탁/별정가입자를 입력하
거고 별정가입자일 경우에는 환불율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114안내 구분값에
따라 인명이나 상호여부를 입력한다. 신청자여부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여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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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신규화면 TAB2

3) TAB3 : 부가서비스/감면계약/PC통신할인을 신청한다.
3번째 TAB에서는 전화번호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번
호에

따라

교환기종이

선택되므로

교환기종과

부가서비스의

관계를

cross_check를 할수있다. 감면계약은 신규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
부분이 복지통신에 관한 것이다. 수급자와 생활조정수당자는 신청동시에 실비
를 면제를 받고 전화기지급 받을 수 있다. 할인상품계약의 청구 버튼을 누르
면 신청할 수 있는 할인상품계약의 내역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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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신규화면 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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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클라이언트 소스

BOOL CCsng001NewRegistration::CallSvcCSNG911S()
{
CWaitCursor wait;
int

nMsgCnt;

CString

strSaCd;

// 상품코드

………………….…………………………
strcpy(szSvcName,"csng911s") ;
strSaCd = m_strSaCd; // 상품코드
………………….…………………………
nReturn = CCT_Wms_SetInputRow(szSvcName, nMsgCnt++
, strSaCd

// 상품코드

, strSvcOfcCd

// 수용국 코드

………………….…………………………
, strMnginfoFlag);

// 전화기 지급 여부

if ((nReturn == ERRNUM_ERR_APPLMSG ) || (nReturn <= -300)) {
m_objMsgBox.DisplaySvrErr();
return FALSE;
} else if (nReturn != CCT_SUCCESS) {
m_objMsgBox.Display("MCAPE001", nReturn);
return FALSE;
}
}
………………….…………………………
nReturn = CCT_Msg_Send (szSvcName, &lNumRowsOut, &bCct, &nSvcId );
if ((nReturn == ERRNUM_ERR_APPLMSG ) || (nReturn <= -300)) {
m_objMsgBox.DisplaySvrErr();
return FALSE;
} else if (nReturn != CCT_SUCCESS) {
m_objMsgBox.Display("MCAPE001", nReturn);
m_objMsgBox.DisplayView("MCAPE001", nReturn);
return FALSE;
}
if (CCT_Msg_Clear (szSvcName, nSvcId ) <= -300)
m_objMsgBox.DisplaySvrErr();
}
wait.Restore() ;
return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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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버 소스

#include <csnzinc.h>
#include <csng590s.h>
csng911sf()
{
/* 지역변수를 선언한다.

*/
/* 결과 값을 저장

int nReturn;

*/

………………….…………………………
/* Client 로부터 입력인자 획득 */
nReturn = CCT_Msg_GetInputRow(szSvcName, 0,
szSaCd,
szSvcOfcCd,
…………………………
szMnginfoFlag);
/* 결과값 < 0이면 Error이므로 종료*/
if (nReturn < 0) {
sprintf(szErrBuffer, "데이터전송 [클라이언트->서버] 오류입니다.");
CCT_Err_SetApplMsg(MCAPE000, szErrBuffer) ;
longjmp(jmpBuf, 0);
}
………………….…………………………
/* 부가서비스 수용한도율 체크 */
strcpy(szErrBuffer, ValidationLimitCheck(szSvcOfcCd,
aszSpecProdInfo.szKNo[nInputIndex],
aszSpecProdInfo.szSpecProdCd[nInputIndex]));
if (strcmp(szErrBuffer, "Validation Success") != 0) {
DP(("ValidationOrder() Error [%s]", szErrBuffer));
CCT_Err_SetApplMsg(MCAPE000, szErrBuffer) ;
longjmp(jmpBuf, 0);
}
}
}

/* End Of For */

DP(("%s 서비스 종료", szSvcName));
return CCT_SU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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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축효과
5.1. 미들웨어를 사용한 구축효과
미들웨어를 사용한 구축효과는 첫째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능의 향상이다.
온라인 접속사용자수 약 10,000명에 대하여 평균 7초이내의 성능을 보장한다.
둘째, 시스템의 안정성으로 고객대응시스템은 Hot/Standby 구조를 채택하여
무정지 대응이 가능하며, TP Monitor 기능으로 부하에 대한 측정과 장애를 파
악할 수가 있다. 셋째는 3-tier 기반의 개발 환경은 업무단위로 모듈화 하여 컴
포넌트화가 용이하며, 추가적인 개발에 대하여 재사용성이 높다.

5.2. 시스템 구축효과
ICIS 시스템을 구축한 효과는 첫째, 대규모 서비스와 업무를 수용하여
3,000만 가입자에게 107종의 서비스 3,200여종의 업무를 제공한 것이다. 다중
처리 구조의 배치작업 수행으로 대규모 배치작업의 수행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특히 초당 13,000여건의 CDR을 처리할 수가 있다. 둘째, 고객중심의 정보통
합으로 서비스간 고객 복합정보를 공유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를 신속히 제공 가능한 고객중심의 통합시스템이다. 요금할인/요금계산/통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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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매체/수납방식 등의 업무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운용하며, 시설정보와
연계되어 계약에서 개통까지의 일원화 처리를 제공한다.
셋째, 개발에 대한 표준화를 채택하여 윈도우화면, 보고서 양식의 표준화 관
리, AP/DB자원 Naming Rule적용, 데이터처리 유형에 따른 SQL 작성방법 등
을 표준 지침화하여 개발하여 향후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다. 넷째는 ICIS의
하드웨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전산자원을 서비스와 업무단위로 컴포넌트화
하여 개별 상품 패키지가 용이하며, 객체지향화로 재활용성이 높으며 개발시
간이 단축된다. 다섯째는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여 타 통신 사업자의 빌링업
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무단위의 패키지가 가능하며, 3,000여종
의 다양한 윈도우 화면과 Crystal Report Utility 기반의 다양한 보고서 양식을
지원하여 업무적용이 용이하다. 오류메시지 코드를 표준화하여 영문화 작업이
용이하고 업무체계의 정보들이 테이블 구동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쉽게 커스터
마이징 할 수 있다.
여섯째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GUI와 Crystal Report Utility
기반의 각종 보고서를 제공하며, 운용자 편의를 위하여 윈도우화면, Shell 단위
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도구를 제공한다. 개발자/운용자들에게
서 발생하는 S/W 변경요청을 자동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하여 시스템운용의 편
의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ICIS는 UNIX기반의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였
고, 테이블 구동방식의 업무체계 정보관리로 신규 서비스 적용이 용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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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DB간의 영향도 분석하는 S/W 개발 지원도구 제공 및 주요기술 부분을
공통 함수화 하여 신규 서비스의 적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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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미들웨어를 사용한

3-tier시스템 개발은 기존의 호스트기반 시스템이나 2-

tier 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성능, 확장이 용이한 구조, 업무의 추가나 변경 작
업에 대한 유연성과

개발에 대한 높은 생산성의 장점을 가짐을 알 수가 있었

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인 고객관리시스템, 요금관
리시스템, 마케팅지원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정의 하였으며, 특히 고객관리시
스템을 중심으로 ERD(Entity Relation Diagram)을 설계하였으며, 사용된 주요
테이블과 ID 부여 규칙을 설명하였다. 또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에서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분산처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환경과 구현된 예
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사용된 미들웨어 인 Tuxedo의 단점은 특정 업체에 종속된 제품임으로 현재
의 시스템을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외
부시스템이 개발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을 하려면, 호환성이 떨어져 해당 업
체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제품이 대규모 시스템에만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 소규모의 시스템에 적용하면 시스템의 부하를 많이
차지하여 적용이 어렵고, 이것은 제품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
담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들웨어 환경은 모든 Tier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미들웨어의 API를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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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체계적인 소
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하여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작성된 문서
들이 구현단계까지 연결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인력에
대한 낭비를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험 및 운영단계 진입의 지연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에 대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휴먼인터페이스
(Human Interface)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미처 언급되지 못한 것은 미들웨어를 바탕으로 구
축한 시스템의 장점인 성능(Performance)에 대한 측정치를 제시 하지 못하였
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단말 수의 증가에 따른 서버의 부하 정도에 대한 측
정이 없었으며, 과부하에 대한 미들웨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대형시스템에 대한 설
계 및 구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미들웨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연
구가 이 논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미들웨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성능 향상은 Enterprise 기업환경
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다양한 미들웨어 관련 제품이 나타날 것이여
또한 많은 곳에 적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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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ustom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Middleware
Department of Multimedia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
Kim, Mee Young

The reason to introduce Middle Ware is to win over companies' competence power.
The environment around companies is rapidly changing day by day and every industry
utilizing e-business makes the change faster. The companies not meeting such a change
surely fall down. How fast they cope with the change is the coral point to company
competence power.
The 3-tier system development using Middle Ware has advantages in high functions
compared with existing host-originated and 2-tier systems, easily expanded structure, the
flexibility in works addition and change and high productivity in development.
This thesis defines in customer management, charge management and marketing
support system of the main functions in middle-originated integrated customer
management system(ICIS), and explains important table and ID grant rules designed and
utilized system. In addition, it explains the constructed system on-line processing flow
and basic flow and suggests client's embodied screen and serv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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