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젠 보도자료]

모비젠, SK텔레콤과 인도 바르티 에어텔의
차세대 OSS 구축하며 글로벌 공략 본격화
 SK텔레콤과 공동 프로젝트로 글로벌 3위 이동통신사 인도 바르티 에어텔의 차세대 OSS 구축
 인도 바르티 에어텔 사업에 이어 일본 사업 본격화, 영업망 갖추며 일본 통신사 빅데이터 사업 공략 나서

스마트 ICT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 모비젠(대표 김태수 윤두식)은 글로벌 3위 이동
통신사인 인도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 이하 바르티)의 차세대 OSS(운용 지원 시스템,
Operating Support System, 이하 OSS)구축 사업을 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바르티와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솔루션 수출 계약을 맺은
SK텔레콤, SK주식회사 C&C와 공동 참여한 프로젝트다. SK텔레콤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르티 사업은 모비젠 뿐
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강소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전 세계 20개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르티는 인도 4G(LTE)망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급증한 데이터 트래픽 처리, 망 품질관리, 기지국 운영 관련 이슈가 지속 발행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이 치열한 4G(LTE) 시장에서의 품질 우위 확보 및
나아가 5G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인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SK텔레콤의 차세대
OSS 도입을 추진했다.

모비젠은 이번 사업에서 차세대 OSS의 핵심인 휴대폰 사용자 단위의 품질 체감 지수
(CEI: Customer Experience Index)를 생성하는 패킷 프로브(Probe) 라이선스 공급 및 구축
과 CEI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말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연내 인도 주요 거점에 허브 구축 후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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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지 인력을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는 모비젠은 국내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 및 주요 공공사업으로 다년간 쌓아온
빅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운용 기술력 및 솔루션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SK텔레콤과의 공동 사업 이후에도 바르티와
의 직접 계약을 통해 프로브 및 네트워크 설계 추가 사업,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비즈니
스 협력을 맺어갈 예정이다.

바르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세연 모비젠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운용 전문성과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SK텔레콤과
지속 협력하여 바르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바르티의 19개 글로벌 자회사
MNO 사업 확대 추진 및 글로벌 레퍼런스를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모비젠은 인도에 이어 일본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 1월 일본 통신 컨설팅 기업
‘미라이-터치(http://www.mirai-touch.co.jp/)’에 지분을 투자하며 일본 내 영업망을 갖췄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일본 최대 정보 보안 전시회인 IST2018에 출전하여 빅데이터 솔루
션 아이리스 DB(IRIS DB)를 소개했다. 그룹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와 협력해 지란지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 일본 텔레콤 시장의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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