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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C Server의 등장은 전산환경의 변화, 즉, 분산처리 환경으로의 전
환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바뀌는 등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현실속에서 메인프레
임이나 중형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정보시스템은 그 운영 체계
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순발력을 잃었고, 기업의 비능률적인 체계가 경
영악화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림 1 은 Client/Server 환경
[34]의 확대, Pentium의 등장으로 인한 저가 고성능 H/W 등장 등 PC
Server의 등장배경 [1]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PC Server의 등장배경
네트워크의 호환면에 있어서도 과거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형태
로부터 TCP/IP [32]를 이용한 표준 프로토콜이 분산처리화된 네트워크
환경으로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의 고속화는 시스템의 관리
[40]면에서 LAN을 통해 직접 또는 원거리 접근을 가능케하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은 제철소내 공정처리에 이용되는 공정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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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 프로세스 컴퓨터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정
적 측면에서 메인 프레임급 또는 워크스테이션 위주의 중대형 컴퓨터
를 선호하였지만 성능과 안정성면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PC Server로 대체하고 있다.
시스템 관리의 경우, 과거에는

LAN상에 사용된 Mini Computer나

Workstation은 Vendor들에 의해 Protocol이 정의되었으며, Vendor들에 의
해 만들어진 설비 위에서만 수행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프로토콜과
Corresponding Vendors의 예를 들면, DECnet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41], IPX (Novell) [42], SNA (IBM) [42]and XNS (Xerox corporation) [42]등이
있다. 관리도구 역시 제작사 고유의

Tool을

이용하여 시스템 및

Network 관리를 행하였다.
오늘날 인터네트워킹 세계에서 이들의 대중적인 System들은 사실
상의 표준이 되어 왔고, 많은 Vendor들에 의해 지원되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독립적인 Vendor의 표준 Protocol이 있다.
TCP/IP [32]와 OSI (Open System Interconnect) [26]이다. 이러한 표준을 따
르기 위해 기존의 Workstation내에도 TCP/IP Protocol 기능을 부가해서
Internetworking을 하는 등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
시스템을 관리하기위한 표준으로서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
넷관리를 위한 SNMP [2]의 등장과, Desktop의 관리를 위한 DMI [3, 4] 그
리고 Web 기반 Enterprise 시스템 관리 [6]등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의
주를 이루고 있다.
PC 기반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LAN에 연결된 공정제어용 프로
세스 컴퓨터에서 시스템 정비 인력의 감소와 업무 영역의 확대, 시스템
의 통합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시스템의 고장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주변에 웹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공정제어 컴퓨터를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요성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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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항제철소 내 LAN에 연결된 다수의 PC
기반 공정제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LAN에 연결된 PC 서버 시스템들의 운영 상
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Web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거리 네
트워크에서도 서버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연구 및 표준으로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연구 및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3 장에서는
공정제어용 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언급한다. 설계와 구현을
각각 4 장과 5 장에서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
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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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표준
이 장에서는 시스템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표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공정제어시스템에서 현재 추진중인 표준화 현
황 및 방향 등을 살펴보겠다. 또한, 현재 시스템 관리용 Tool로 많이 사
용되는 상용 제품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Tool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2.1

시스템 관리
안정적인

정보의

저장과

관리를

위해

개발된

기능을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라고 표현하며, RAS를 구현하는 기
술 중의 하나가 System Manager [27]이다.
System Manager의 역할은 시스템의 정지 시간 (Down Time)을 줄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며 시스템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용
자에게 시스템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System Manager는 시
스템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한 비중이 큰 대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
발되기 시작했다. 근래에는 H/W의 발전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
되어 중형 시스템과 High End Server에서도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많
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 시스템에도 System Manager가
보편화 되어지고 있다.
System Manager는 대형 시스템 개발 회사들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되어 왔으므로 구성형태와 발전과정에 대하여 공개된 문헌이 없는 실
정이다. 또한 System Manager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전달 형태와 통신방
법에 대한 표준화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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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능 정의

2.1.1

System Manager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2.1.1.1

장애관리

Call Management 기능으로서 고객의 Profile 관리, 문제점 자동처리
기능으로 고객이 문제처리 상황을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
(Call 횟수를 최소화)하게 한다.
Problem Management 기능은 문제점을 등록 (Trouble Ticketing)하고,
자동으로 장애를 검색하고, Response 계획을 조정하며, 자동으로 통지하
고, Escalation - 위 단계를 거쳐 해결이 안된 문제를 담당자에게 올려준
다. 또한 Vendor의 지원 여부를 등록 (History 관리)하고, 네트워크
Management System과 System Management System을 상호 연계 운영한다.
2.1.1.2

저장관리

자동화된 Backup & Restore 기능으로 인력 활용 효율화, 안정적, 체
계적 백업관리를 실시한다. Tape 관리 기능으로서 Tape의 정보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Overwrite,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2.1.1.3

성능관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Log Data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시스템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 할 경우 자동 통보 기능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성능
관리 자체가 시스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능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는
5

것을 예방한다. 성능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Graphical한 경고가 이
루어져야 한다.
자원 회계 기능으로서 위에서 파악한 자원 이용 상황으로 자원의
사용료와 조직에 맞춘 회계 구조를 생성하고 청구서 발송이나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2.1.1.4

보안관리

Policy Based 보안 운영으로 보안 정책 구현이 용이하게 한다. Set
& Forget 기능으로 Set On 프로세서 자동화를 통해 Sign On 프로세스나
ID, 암호를 여러 개 기억할 필요가 없어 보다 안전한 Access가 가능하
도록 한다.
2.1.1.5

작업관리

작업 스케줄 관리로 날짜나 Trigger Event에 맞춰 작업 스케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내장된 작업 조정 루틴이 스스로 시스템의 동
작 상태를 파악하여 유용한 자원이 가장 많은 시스템으로 작업을 분산
시킨다. 즉, 배치작업의 중앙집중관리로서 작업의 Load Balancing을 한다
Event 관리로서 문제 발생시 경고신호 표시, 수작업이 필요한 메
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작업을 자동화한다
Report & Spool 관리로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배포 가능하고, 각
사용자의 특정 보고 요건을 파악,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배포할 수도
있다.
2.1.1.6

구성관리

구성자원에 대한 조회, 레포팅, 자원의 변경을 자동감시, S/W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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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버전 관리를 한다. 소프트웨어 자동분배 솔루션으로 중앙의 한
지점에서 자동으로 S/W를 설치하고 동작 환경을 설정, S/W의 자동 분
배와 검증, 삭제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 S/W 관리 및 분배
업무를 단순화한다. 또한 중앙에서 원격 사이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DB 관리로서 DB 현황 모니터링, DB 장애감지 & 조치, 자동 백업
과 자동 복구, Transaction의 배치작업 제어, Data File 재구성을 한다.
참고로 표 1 은 최근의 통합 관리시스템 경향을 표로 나타내고 있
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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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 제어
네트워크
관리
회선 관리
장비 관리
장애 관리
성능 관리
SW 분배
DB 관리
이벤트 관리

Help Desk
보안 관리
구성, 변경
관리
통합콘솔

내 용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제어, 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적, 공간적 분산된 시스템자원에 대한 원격지의
명령어, 시스템 정지, 조작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
각종 시스템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맵을 이용한
관리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 자원 상태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자원에 대한 장애의 감지, 자동복구, 관리자
앞 자동연락 및 조치 등 수행
시스템자원에 대한 실시간 성능 진단 및 측정으로
향후 용량 계획 수립시 활용
SW 자원에 대한 Up/ Down Load 수행
DB 자원에 대한 이용도, 링크수, 여유 용량 등의
기록으로 효율적 메모리 관리
서버 및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작업 상황을 통합 관리서버의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자동통보 및 조치
HW, SW, 구성정보 및 문제점 발견시 헬프데스크
통지로 신뢰성 향상
사용자, 시스템 자원, 인증관리, 네트워크 보안의
조치사항 자동수행, 중요사항의 보안 담당자 수행
시스템별 HW, SW, 네트워크 요소, 문서 등 기록과
관리 및 변경요구 수행, 위험요소 및 영향 평가
모든 시스템의 운영을 통합관리시스템의 콘솔에서
수행
표 1. 통합 관리 기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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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관리 표준들
System Manager에 대한 표준화는 중형 시스템과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System Manager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이들 제조회사에서 기존의
System Manager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적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만들고
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토콜과 Framework
그리고 처리될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DMTF
(Desktop Management Task Force) [4]가 결성되어 DMI (Desktop Management
Interface) [3], CIM (Common Interface Model) [5] SPEC이 발표되었고
WBEM (Web Based Enterprise Management) [6]이 결성되어 SPEC이 발표되
었다.

2.2.1

DMI (Desktop Management Interface)
DMI는 데스크탑 PC에서 서버에 이르는, 운영체제, Application에

관한 DMTF의 한 분야로 Intel이 주도하고 IBM, Compaq, NCR, HP, CA 등
의 업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다. 1996 년에 DMI는 2.0 Version
이 발표되었다.
DMI는 Management Program과 System Component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V2.0 은 특정 시스템이나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성이 없도
록 하고, 특정 시스템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의존성이 없도록 했으며
Vendor가 적용하기 쉽고, 국부적으로 사용가능하고 , DEC/RPC [7, 8],
ONE/RPC [7, 8] 또는 TI/RPC [7, 8]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시스템 관리 프로토콜들 (e.g CMIP [10], SNMP [2]) 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DMI는 다음 네가지 Module을 갖는다.
① MI (Management Interface) : MA (Management Application)에서
DMI를 통하여 각종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관리하고자 할 때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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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vider)와의 Interface를 담당한다.
② SP (Service Provider) : MI와 CI 사이에 존재하며, MI와 CI간의
Data전달을 담당한다. MIF File을 읽어 들여 관리할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③ CI (Component Interface) : 실제 관리 대상이 되는 Component의
데이터를 get/set하여 SP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④ MIF (Management Information Format) File : 관리대상이 되는
Component의 실제 관리할 항목들을 MIF라고 하는 Format에 따라
기술한 Text File이다.

2.2.2

SNMP
TCP/IP 환경의 인터넷 망관리 [28, 37]를 위해서 초기에는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26]을 이용하여 End-to-End 네트워크
노드간의 연결 상태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ICMP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순하게 상대방 Host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응답시간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
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단
순한 기능만으로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보다 정밀하고
기능이 좋은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
에 따라 1988 년 초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때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오던 HEMS (High Level Entity
Management System) [12], SGMP (Simple Gateway Monitoring System) [13],
CMIP/CMIS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Services) [10] 중에
서 SGMP를 발전시킨 SNMP를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
시 HEMS는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
고, CMIP/CMIS는 너무 방대하고 구현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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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P는 NYSERNET 및 SURAnet에서의 실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Proteon에서 작업중이었고 MERIT, IBM, MCI에 의해
NFSNET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로 필드에 적
용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IAB는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SNMP를 채택하고, IAB와 업체들은 ISO CMIS/CMP를 기반으로 한 NMS
를 발전시키고, SNMP와 관련된 작업은 IETF가 책임지며, HEMS를 위해
서 정의된 MIB을 포함한 이전의 연구 작업 결과를 적극 수용하자는 결
정을 내렸다. 이렇게 출발한 SNMP는 구현이 쉽고 간편해서 오늘날 가
장 일반적인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 되었다. 현재 대부분 V1.x를 적
용하고 있으나 Digital, HP등 점차 V2.0 으로 전환하고 있다.

2.2.3

WBEM
WBEM (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6, 35, 36]은 기업 네트워

크의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액세스하는 표준화된 비독점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이니셔티브이다. WBEM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고 집계할 수 있게 하는 기
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들이 기업 환경을 더 정확하고 광범위
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WBEM 이니셔티브는 여러 공급 업체의
하드웨어, 다양한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다수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의 모든 영역에서 관리 및 진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WBEM은 Microsoft, Intel, Compaq, BMC, CISCO 등을 주축으로
Standard를 만들고 현재 Microsoft에서 PDK (Product Development Kit)을
내놓고 있다. WBEM은 Web을 User Interface로 사용하는 System Manager
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System Manager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뷰를 제
공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 정보를 전달하고, MDI와 SNMP 같은 표준 프
로토콜을 포함하며 관리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표현하고 관리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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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풍부한 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WBEM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Web-browser를 Device와 Application의 관리에 사용한다.
② 현재의 표준인 SNMP [2]와 CMIP [10] 그리고 DMI [3] 프로토
콜을 이용하는 모든 Device들과 Application들을 지원한다.
③ 단일 관리 도식 (Unifying Management Schema)을 제안한다.
④ 관리 정보의 접속 조건을 제안한다.
WBEM은 브라우저 방식이 아니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도구이
거나 데이터 저장소,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구성 요소 모델, 레지스
트리, 디렉터리도 아니며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WBEM
은 기업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일련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
(initiative)이며, 표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관리 대상 개체에 관한 정보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구조와
규칙을 정의한다.
정보의 중앙화를 지원하여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관리
도구들이 데이터를 제공, 참조,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서도 관리 대상 개체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가 가능케 하여 개체를 분석 및 조작할 수 있게 한다.
WBEM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Management Service, 그리고 Device 및 Application 등 세가지 형태가 연
결되는 기본 구조를 가지게된다. 이 형태에 있어서 웹브라우저는
Internet Browser를 지원하는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14]을 사
용하여 Management Service로부터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Device와 Application은 SNMP, DMI 또는 전용 프로토콜
를 사용하여 Device와 Application에서 발생된 Data를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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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Management Service에는 Unifying Schema
를 제공하도록 하고 Management Service에서 다른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는 WBEM 아키텍쳐를 표시하였다.

그림 2. WBEM Architecture

2.2.4

CIM
CIM (Common Information Model)은 Object-based Management Tool의

장점을 얻고 기업전체에 대한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표현
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DMTF에서 발족했다. CIM은 SNMP, DMI,
CMIP 등 대부분의 관리 Data Model을 포함하여 1997 년 4 월에 CIM 1.0
SPEC [15]을 발표하였다. CIM의 구성원으로는 Computer Associates, HP,
IBM/Tivoli, Intel, Microsoft는 CIM을 기본 Data Model로 한 WBEM PDK,
WMI (Window Management Interface : DMI의 한 Implementation), W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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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Device Model), MMC (Microsoft Management Console)를 NT5.0 부
터 지원한다.
CIM은 Core Model과 몇 개의 Common Model로 구성된다. Core
Model은 전체 관리할 환경에 대한 항목 및 관련성을 분류한 모델이다.
Common Model은 Core Model의 확장형태로서 각 부분별 즉, Systems,
Devices, Networks, Applications, Users, 그리고 Service-Level Agreements 등
에 관련된 항목 등을 표현한 모델이다.

2.3

Windows NT 서버 관리
Windows NT 서버 [30]는 최초의 NT 버전이 나온 1993 년 중반이

후부터 현재의 NT 4.0 버전, 그리고 2000 시리즈의 버전 5.0 에 이르기
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목적 운영체제 서버시스템으로 UNIX System
과 더불어 PC Server 시장에 양대핵을 이루고 있는 서버 시스템이다. 최
근에 개발되는 포항제철소의 제선 및 제강 분야의 공정제어 프로세스
분야의 표준 운영체제로 Windows NT 서버를 채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Windows NT 서버가 가지는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6].

2.3.1

Windows NT 기본 기능
파일 및 인쇄 공유 : 고객에게 분산 파일 시스템, 인터넷 인
쇄, 컨텐트 색인화, 동적 볼륨 관리,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등
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트워킹 및 통신 : 통합 전화 접속 및 가상 개인 네트워킹
(VPN), 전화 통신, QoS 솔루션을 제공하여 대역폭과 네트워크 가
용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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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서비스 : CPU와 메모리 지원 측면에서 확장 가
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 관리, 퍼블리싱, 스트리밍 미
디어 및 성능 확장을 지원한다.
관리 서비스 : MMC (Microsoft Management Console)는 고객이
네트워킹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일 사

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WMI (Windows Management
Infrastructure)는 DMTF에서 지원하는 공개 표준인 CIM (Common
Information Model)의 MSFT 구현이다. WMI 기술은 관리 응용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목록 보고서 작성, 시스템 정보 표시,
이벤트에 대한 응답, 시스템 서비스 시작 또는 중단, 디스크 드
라이브에서 이동식 미디어를 꺼내라는 명령 보내기 등의 광범위
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2.3.1.1

WMI

Microsoft WMI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45]는 WBEM
에 부합하는, DMTF가 수용한 공통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된
형태의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다. WMI는 Microsoft
Windows 관리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Windows 관리 서비스는
Active Directory™ 디렉터리 서비스의 장소 및 정책 서비스, Microsoft
Management Console (MMC)의 프레젠테이션 서비스, Windows Script Host
(WSH)의 자동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WMI는 Microsoft 관리 기반 구조의 핵심으로서 유지 보수를 간소
화하며 Windows NT 및 Windows 2000 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관리 비용을 축소시킨다.
WBEM은 관리 데이터의 수집 및 분배를 3 계층 방식으로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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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icrosoft WMI에서 이 접근 방식은 개체 정의 저장에 관한 표준 메
커니즘 (CIM에 부합하는 개체 저장소), 관리 데이터 획득 및 배포에 관
한 표준 프로토콜 (COM/DCOM, 다른 프로토콜도 가능), 그리고 WMI
데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Win32®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LL)로
구성된다. WMI 제공자는 CIM 스키마에 대해 인스트루먼테이션 데이터
를 공급한다.

2.4

공정제어 시스템
컴퓨터를 통한 제어시스템은 초기에 적용되었던 컴퓨터 중심의

일원화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발전된 형태로써 제어시스템을 기능별 레
벨로 분류하여 계층별로 최적의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여 제어를 분
담하는 계층별 제어형태로 확립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1980 년대
후반에 개념화된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의 공정제어시스템에서의 계층구조는 크게 3 단계로 나뉘는
데, 레벨 1 (제어 장치), 레벨 2 (프로세스 컴퓨터), 그리고 레벨 3 (상위
컴퓨터)이다.
레벨 1 은 DDC (Direct Digital Controller),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고 부르는 제어 장치들로써 , 프로세스와 직결된 제어를 수
행하고, 프로세스의 정적, 동적 특성의 개선이 주목적이며, PID 제어, 최
적제어, 시퀀스제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신뢰성과 응답성을 필요로하
는 공정에 적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다수의 장비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능적인 제한성과 독자적인 용도와 구조를 가지며 타 레벨에
비해 변화가 적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제어는 주로 플랜트 설비공급
사가 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16

레벨 2 는 프로세스 컴퓨터라하며 공장단위의 제어를 담당하는 부
분으로써 레벨 2 에 의한 레벨 1 의 제어형태를 관리적인 측면으로 통
상 레벨 2 를 SCC (Supervisory Control Computer)라 지칭한다. 최적화제어
및 간접측정 (컴퓨터에 의한 추정측정), 결과에 기초한 조업지원업무를
처리하며, 앞서 언급한 레벨 1 을 관리하며 레벨 1 에서 처리되는 내용
을 한단계 위의 레벨 3 으로 연결, 전송처리를 한다. 주로 공장의 모든
DDC, PLC 들을 연결,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진다.
레벨 3 은 사용자로 부터의 주문에 의해 수립된 생산계획 (주문량,
품종, 일정)과 현장에서 수집된 전후공정의 설비관련 데이터를 종합하
여 종합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한 후 각 제품별 해당공정의 프로세스 컴
퓨터에 전사적인 통합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장별 작업지시 및 실적관
리, 최적조업,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최상위업무를 처리한다.

2.4.1

공정제어 시스템 기능
공정제어시스템 [39]의 Application 프로세스로서 구성되는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설정제어 : 수식모델, 논리판단에 의한 설정제어 알고리즘을
가지며 그 처리결과를 프로세스나 프로세스제어장치에 출력하는
기능이다.
조업관리 : 수식모델, 논리판단을 수반하는 조업관리 알고리즘
을 가지며 그 처리결과를 오퍼레이터에게 조업관리상의 데이터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Tracking : 프로세스 상태변화에 따라 다른 처리를 기동하는 기
능이다.
실적수집 : 외부입력 데이터를 수집, 편집, 가공처리하여 보관
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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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O : 프로세스 입출력장치를 통한 프로세스의 정보 입
출력기능이다.
Operator I/O : 설정 Panel, Monitor, Printer 등의 Man-Machine
Interface를 사용하는 조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업자의 판
단, 지시를 받아 가공처리하는 기능이다.
데이터 전송 : 상위시스템, 타 제어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
을 하는 기능이다.
지원 : 상기 주기능에 포함된 테스트, 보수, 운용, 관리, 개선
을 위한 기능이다.

공정제어 시스템 표준화

2.4.2

급속한 컴퓨터, 제어시스템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력 확
보 및 핵심 개발 기술력 강화를 위해 포항제철소에서 향후 추진 예정
인 다수의 신예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어시스템의 Platform 및 PC 기
반 제어시스템의 적용분야에 관한 표준화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본 논
문에서 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한 Windows NT 서버 관리시스템의 향후 적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4.2.1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존의 문제점으로는 Maker에 종속된 시스템환경에 의한 시스템
확장성 및 호환성 제한, 시스템 확장 및 추가시 Maker의 과도한 비용요
구 및 S/W 개발시 주기능 외에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등에 많은 비용소
모하고 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업계 표준적인 상
용제품 (H/W, S/W) 기반의 시스템 통합하고, 개방형 Network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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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기반 제어 시스템 적용확대하며, 멀티벤더간의 표준 Interface 방법
을 적용 (Fieldbus, XML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스템 관리측면에서도
네트워크상에 공정제어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웹기반 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4.3

포항제철소 제어시스템 표준화 현황
포항제철소내 제어시스템의 표준화 방향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새로 개발되는 대부분의 프로세스 컴퓨터의 사양으로 Windows NT 서버
를 도입하고 있다.
구 분
Network

추진내용
Pro-Com Network
IP 주소관리
시스템 보안

Pro-Com

EIC 통합 HMI
연주 공정 S/W
고로 공정 S/W
PC-based Pro-Com

PLC, DCS

PC-based
제어시스템

주요 사양
수립/개정
TCP/IP
‘95
제어시스템 IP 범위, Sub ’97 /’00
Net
‘01
기간망라우터내
보안설정
PC, WinNT, InTouch
’96
OpenVMS, C 기반 응용 ’98
S/W
WinNT, Midas 미들웨어, ‘99
C 기반 응용 S/W
PC, WinNT, TCP/IP, Midas ‘99
미들웨어, 응용 S/W
개발방향
산업용 PC, WinNT, VLC, ‘99
Profibus

표 2. 포항제철소 제어시스템 표준화 현황

2.4.4

제어시스템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
제어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PLC, PC 공존화를 통해

PC-based 제어시스템이 PLC를 전면 대체보다는 보완적, PLC 부적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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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혹은 DCS 대체용으로 부각하도록 하며, Window PC기반 터미널 (웹
브라우저) 등의 Thin Client 기술을 통한 단말기 간소화로 비용감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한다. 또한 다수의 PC Server를 통합하여 관리하도
록 함으로써 시스템 관리를 효율화를 이룩하도록 한다. 현재 시스템의
구성 및 발전방향 [11]을 그림 3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은 현재 포항
제철소 전산시스템의 구성을 좌측에 표시하였고 향후 시스템의 발전방
향을 우측에 도식하였다.

그림 3. 현 포항제철소 전산시스템 구성 및 발전방향
2.4.4.1

제어시스템 표준화

공정별 제어시스템의 기종, 운영체제 등의 Platform 공통화를 통하
여 시스템 환경 개발 및 운용기술 능력 고도화 실현하도록 하며, PC 기
반 제어시스템 등 개방형 시스템의 적용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의 확장성을 제고하며 자력 엔지니어링 능력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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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종통일 및 단순화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며, 정
비능력 전문화를 도모한다.
표 2 는 포항제철소에서 추진중인 표준화 추진내용 [11]으로서 표
1 의 기존 표준화 항목에서 EIC 통합, S/W 개발 방법론 및 시스템 관리
등의 표준화 항목이 추가되었다.
구 분
Pro-Com
H/W, O/S

PC Server

표준화 내용
Windows NT/2000

Alpha
Server

Unix
OpenVMS

PC-based
O/S
제어시스템 제어 S/W

Windows NT/2000
VLC(Visual Logic
Controller)
Network
Ethernet, Profibus-DP
적용분야
최신제어 알고리즘 및
대량 Data 처리 분야,
Network, Interface 복잡
장소
노후 DCS 대체
시스템관리 WBEM Architecture 를
이용한 통합관리
EIC 통합
제어기
EI 통합형(Hybrid)
제어시스템
Network
Ethernet, Profibus-DP
통합 HMI . HMI S/W Tool :
InTouch(미 Wonderware),
Citect(호주, Ci Technology)
. FACOM Emulator:
DCA IWW
. O/S : Windows NT/2000
. H/W : Intel 계열 PC
S/W 개발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UML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 S/W 개발환경
표 3. 분야별 제어시스템 표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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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C-based
제어시스템
기존 시스템
재활용시
2000.1 기 수립
Entivity(Steeple
chase)

중소형 시스템

적용권장

’96.12 기 수립
Citect
:
표준으로 추가
필요시 산업용
PC
적용권장

2.5

시스템 관리 구축 요소기술
시스템 관리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로는 통합관리용 서버를 구축

하는 방법과 통합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통합관리용
서버 구축은 개별시스템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
스템으로 UNIX 또는 NT 급으로 구성한다. 통합관리용 소프트웨어 설
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용 서버
및 개별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상용화된 SW로 개별시스템에 맞
게 Customizing 요구가 된다.

2.6

통합관리시스템의 상용 제품
통합관리시스템의 상용제품은 크게 Point 솔루션과 Framework 솔

루션으로 나뉜다. Point 솔루션의 특징으로는 특정 플랫폼에 요구되는
독립적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Framework 솔루션의 특징은 고객
이 원하는 다수 벤더/다양 솔루션을 특정벤더의 제품처럼 연동하여 사
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Point 솔루션 제품으로는
한국 BMC의 Partrol [17], 누리텔레콤의 NAS Center [18], 한국컴퓨터웨어
의 Ecoscope [19], 한국후지쯔의 시스템워커 [20] 등이 있다. 또한
Framework 솔루션으로는 한국 CA의 유니센터 TNG [21], 한국 HP의
Openview [22], 한국 IBM의 티볼리 [23], 삼성의 Smartguard [24] 등이 있
다.
Framework 솔루션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CA의 유니센터 TNG
의 경우는 SW 기반 제품으로 IBM, TANDEM, UNISYS, UNIX, NT 등 다
양 시스템의 통합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TNG에 기반한 통합시스템
구축시 유리하다. 한국 IBM의 티볼리의 경우는 서버시스템 관리를 기
반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IBM 기반의 시스템 통합
에 유리하다. 한국 HP의 Openview의 경우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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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서버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IBM, SUN, UNIX, NT 서버
기종 등의 통합이 가능하다.

2.6.1

삼성 Smartguard 사례
삼성 Smartguard [24]의 특징으로는 서버의 다운타임 최소화를 지

향하고, 서버관리의 편리성을 최대화하며, 지역 네트워크 환경을 감시
및 제어를 하고, 전산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삼성 Smartguard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관리를 한다.
서버 운영체제와 전산망의 이상 상태를 감지한다.
장애 Message Box, E-Mail, Pager, Alarm, 장애 Log 등 다양한
장애 경고를 발신한다.
관리자 부재시 Remote Control가능하고, 관리자가 해결할 수
없을 경우 A/S 센터에 Log File을 전송하여 장애 해결하는 등 다
양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한글 온라인 사용자 설명서와 도움말을 제공하며, Windows
관리 툴 형태의 사용법을 제공하고, 서버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파
악 할 수 있는 성능 관리 도구 제공하는 등 편리한 사용을 가능
토록 해준다.
서버들의 설치와 관리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서버의 장애 보고와 Overload를 파악 할 수 있는 보고
서 를 제공하며, 서버들의 CPU, Memory, HDD 사용 효율 분석 자
료로 서버 관리상 문제와 시스템 증설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보
고서 등 제공 서버 집단에 대한 Reporting을 한다.
23

전산 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한다.
표 3 은 위에서 설명한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H/W
관리

항 목
장애보고

한계값 설정
SMB
UPS
운영
체제
관리

NT
UnixWare

Network Device

내 용
비 고
CPU, 메모리, 시스템보드, UPS,
FRU(Field
Replaceable
Unit),
Network Device
온도, Voltage, FAN Speed
Server Management Board
원격관리
지원
전원제어, Charge Time, Status
Monitor
자산관리, Event Log, NT Service
Information
사용자, 그룹, Job Scheduling,
Configuration, 파일시스템
Device 종류(vendor, Model), 설치장
소, 사용된 시간, H/W 버전, Part
Code, 포트수 포트별 사용여부
(Up/Down), Packet Error

표 4. 삼성 Smartguard 의 기능
대기업 관리 체계의 경우, 전체적인 대기업 구성 시스템들의 관리
는 ESM (Enterprise System Manager)이 담당한다. SmartGuard가 설치된 서
버에 장애가 ESM에서 감지 못하는 H/W 장애가 발생되면 SmartGuard에
서 ESM에 장애 내용을 통보한다. ESM에 연결된 SmartGuard Console 이
ESM 설정에 따라 기동되어 장애 내용과 조치 방법을 ESM 관리자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 하게 한다.
중기업 관리 체계의 경우 서버와 Network Device를 함께 관리한다.
또한 하나의 관리자 콘솔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동시에 관리한
다. 서버와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없이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설치,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LAN 관리와 서버의 S/W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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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Management 도구 구입 없이 SmartGuard로 중 기업 전산 환경을
제어하게 한다
지사 관리 체계의 경우 서버와 Network Device 함께 관리하고, 별
도 비용 부담이 없는 관리 도구 제공하며, SMB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한다. SMB (Server Management Board)로 원격지에 있는 본사 또는 A/S 센
터에서 서버 관리를 대행하여 지사에 서버 관리 전담자가 없이도 지사
전산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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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관리에서의 기능적 요구사항
이 장에서는 2.1 장에서 언급한 시스템 관리기능을 바탕으로 공정
제어 관리에 필요한 기능적인 요구 사항을 설명한다.

3.1

공정제어 시스템의 관리 기능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스템 관리 영

역과 공정제어 관리 영역에서의 필요한 관리항목을 추출하여 공정제어
시스템의 관리 기능을 정의하고자 한다.
Faul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공정제어용 Application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Functions
Object
Management

Event-Report
Management

State
Management

Log
Control

Alarm
Reporting

Access
Control

Workload
Monitoring

공정제어용 Management Functions

App. Process
Mgmt
Application
Database Mgmt

Table 및 File
Mgmt 관리
Queue(Printer)
Mgmt

Link Status
Mgmt
Error Log
관리

그림 4. 공정제어용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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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Mgmt

그림 4 의 공정제어용 관리 기능은 System Management Function을
기반으로 공정제어용 Management Function을 추출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표 4 와 표 5 는 2.1 절에서의 시스템 관리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
만을 가려내고 공정제어용 Application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 결
과이다.
구 분
시스템
관리

관리 기능
장애 객체 관리
관리
상태 관리
구성
관리
경보
성능
관리

리포팅
사건보고
관리
로그 제어
접근제어
부하감시

내 용
관리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관리할
객체만 리스트화)
관리 객체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관리 객체의 이상 발생시 이에 대한
감지 및 경보 신호를 발생 가능
관리
객체에서의
경보
및
시스템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한 관리 기능
경보 및 사건들에 대한 로그 데이터
수집, 저장기능
관리 정보와 관리 동작에 대한
접근권한 제어기능
관리 객체내의 속성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들의 성능을
감시하는 기능

표 5. 시스템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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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리 기능
내 용
공정제 프로세스
및 Application 프로세스의 감시 및 Global
어 App Global Table 및 Table 및 File 의 상태를 감시한다
lication File 관리
관리
Link Status 관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의
통신 상태,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와의
통신
상태,
상위
비즈니스 컴퓨터와의 통신 상태 및
Client PC 와의 통신 상태, 그리고 화면
Display 상태를 관리한다
Application
관계형 DBMS 내에 생성된 Application
Database 관리
테이블 들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
데이터베이스내의 읽기/쓰기의 상태를
감시한다
Queue(Printer) 관리 각종 특정 목적의 조업관리 Printer
들의 현재 상태를 관리한다.
Error Log 관리
디렉토리내에 특정 정의된 파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에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프로세스간 통신시
발생되는 에러, 파일 조회시 발생되는
에러, 프로세스 입출력 시스템 발생시
발생되는 에러,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
사용시 발생되는 에러 등을 포함한다.
Troubleshooting
시스템의
장애이력을
조회하거나
관리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진단 및 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표 6. 공정제어 Application 관리 기능

28

4. 설계
이 장에서는 3 장에서 제시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정제
어용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 구성 Module들의 기능을 명시하겠다.

4.1

전체 구조
WindowsNT Server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정보 Access용 Service

Provider (Built-in Provider)를 기반으로 구현될 시스템은 크게 공정제어
관리용 SP (Service Provider)와 MA (Management Application) [33]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
도록 한다.
MA는 SP로부터의 관리 데이터들을 Web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
주고 사용자로부터의 요구 사항을 입력받는 Console로 구성된다.
SP는 MA와의 인터페이스인 MI Module과 Component와의 인터페
이스인 CI Module, 그리고 MI와 CI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제
공하기 위한 내부 기능 및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능 등 SP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 Core Module로 나누어 구성된다. Component는 SP와의 인
터페이스를 위한 CI 부분과 이들 CI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CI-Code로
구성된다.
그림 5 는 개발되는 공정제어용 관리시스템의 전체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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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영역
Web-based
User Interface

시스템제공

Request & Respond

Web
Server

시스템 관리용
Management
Application

Mgmt
Database

시스템관리용
Service Provider

공정제어관리용
Management
Application

공정제어관리용
Service Provider

MIB

Device
공정제어
Application

그림 5. 공정제어용 관리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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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들의 기능과 구조

4.2

공정제어용 관리시스템의 각 Module인 SP (Service Provider)와 MA
(Management Applic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자 한다.

공정제어 관리용 SP (Service Provider)

4.2.1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의 전체적인 기능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4.2.1.1

기능

DMI 2.0 표준 Spec에서 제시하는 Service Provider의 전체적인 구조
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근간으로 공정제어 관리용 Service
Provider를 개발하고자 한다.
4.2.1.1.1 MI (Management Interface) 기능
MI는 Service Provider와 Management Application사이의 인터페이스
로서

Management

의해

Application에

불려지는

Entry

Point들인

Management Application을 위한 Service Provider API와 Service Provider에
의해 불려지는 Entry Point들인 Management Application Provider API로 나
눠진다.
구현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Initialize Functions : MA에서 SP로부터 각종 정보들을 가져오
기 위해서는 먼저 SP를 초기화하고 필요한 정보의 등록 기능이
필요하다.
Listing Functions : MA에서는 현재 SP에서 어떤 Compon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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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고 그 Component 내부에는 어떤 Group과 Attribute들
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P에 현재
등록된 Component들의 List 및 Group, Attribute들의 List를 전달하
는 기능이 필요하다.
Operation Functions : 현재 Attribute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
져오는 기능과 값을 설정하는 기능 등, SNMP에서의 Get/Set에 해
당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4.2.1.1.2 CI (Component Interface) 기능
Service Provider와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사이의 Interface로
서

Component

의해

Instrumentation에

불려지는

Entry

Point들인

Component를 위한 Service Provider API와 Service Provider에 의해 불려지
는 Entry Point들인 Component Provider API로 나눠진다.
구현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Initialize Functions : CI-Code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를
SP에게 등록하는 함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SP는 현재 CI-Code
가 제공되는 Component를 알 수 있다.
Event Handling Functions : SP는 Component로부터 Event가 발생
했을 시에 이를 감지, MA에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생한 Event는 SP 내부의 Database에
Log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추후 MA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를 전
달해주는 기능도 필요하다.
4.2.1.1.3 부가 기능
여러 개의 Management Application과 Component들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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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ation, Flow Control 함수들이 필요하다.
4.2.1.2

Service Provider 구조

3 가지의 Module로 구성되어 지는데 Core Module은 SP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기능들 (Flow Control, DB Handling, File
Handling 등)로서 SP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MI Module은 MA와의
Interface 기능을 담당하고, CI Module은 Device와의 Interface 기능을 담당
한다. 이를 간단히 그림 6 [33]으로 나타내었다.
Managem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MI Module
Initialize
Function

Listing
Function

Operation
Function

Core Module
Flow Control
Function

Memory Handle
Function

DB Handle
Function

CI Module
CI Functions for Component

Components (Device, Basic S/W, 공정제어용 Process)

그림 6. Service Provid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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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

4.2.1.2.1 Core Module
Core module 은 SP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
로서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진다.
Flow Control Functions : SP는 여러 개의 MA와 연결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개의 Component를 관리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MA로
부터 동시에 작업 요청이 들어오거나 여러 개의 Component로부터
동시에 Event 신호가 통지되었을 시에 이들을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Request

및

Event들을

정렬화

(Serialization)시키는 기능의 함수들이다.
DB Handling Functions : 모든 Component들은 MIF으로 나타내어
지고 이들 MIF들은 SP가 관리하는 MIF DB에 저장되어진다. MIF
파일을 해석하여 DB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는 MIF
입력 기능, 입력된 MIF들에 대한 Read/Write 기능 등, MIF DB에
대한 처리 기능의 함수들이다.
Memory Handling Functions : 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대
부분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구조에 따라 생성 (Malloc)하고 해지
(Free)하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따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Library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의 함수들이다.
4.2.1.2.2 MI Module
SP와 MA간의 Interface로서 DMI Spec에 정의된 함수들을 모두 포
함한다. 여기에 보안 기능 등 몇 가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
가로 몇 개의 함수를 정의, 구현해야 한다.
MI는 MA와 상호 연관이 많은 부분으로서 MA에서도 MI부분을
가져야 한다. 이는 한 쪽이 함수를 제공하는 Server의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은 이를 사용하는 Client의 역할을 하는 관계라서 그러한데 이를 그림
34

으로 알아보면 그림 6 과 같다.
4.2.1.2.3 CI Module
SP와 Component간의 Interface로서 DMI Spec에 정의된 함수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을 구현하기 위해 Core Module이 사용된다. 그리고
SP내부의 CI 모듈은 CI-Code에서 사용하는 함수들로 이루어진다. 한편,
CI-Code에서는 SP가 사용하기 위한 CI 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4.2.2

MA (Management Application)
Management Application의 전체적인 기능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

다.
4.2.2.1

기능

MA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UIF (User Interface Functions) : 실제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지
는 부분으로서 전체화면이 클래스의 형태로 Grouping된다.
MAF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 UIF와 아래의 MAPAPI와 SP-API사이에 존재하는 Function들로서 사용자로부터의 요
구사항을 SP-API로 전달하고, MAP-API로부터 전해지는 Event를
사용자에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낸다.
SP-API (Service Provider API) : Service Provider에서 제공되는
Service Provider API for Management Application을 사용하기 위해 정
의된 API이다.
MAP-API (Management Application Provider API) : Service
Provider와 Management Application 사이의 Interface로서 Service
35

Provider에 의해 불려지는 Entry Point들인 Management Application
Provider API를 말한다.
MA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Fault Management Function : Managed Server System들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감지를 용이하게 한다.
Configuration Management Function : 관리하고자 하는 Server
System들의 자동적인 감지와 함께 임의대로 관리 대상에서 삭제,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 : Managed Server System들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Server System들의 성능에
대한 실시간 관리 기능을 갖는다.
Application Process Management Function : Application 프로세스
의 감시 및 Global Table 및 File의 상태를 감시한다
Link Status Management Function :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의 통신 상태,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와의 통
신 상태, 상위 비즈니스 컴퓨터와의 통신 상태 및 Client PC와의
통신 상태, 그리고 화면 Display 상태를 관리한다
Application Database Table Management Function : 관계형 DBMS
내에 생성된 Application 테이블 들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 데이
터베이스내의 읽기/쓰기의 상태를 감시한다
Queue Management Function : 각종 특정 목적의 조업관리
Printer 및 화면들의 현재 상태를 관리한다.
Application Error Log Management Function : 디렉토리내에 특정
정의된 파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에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프로세스간 통신시 발생되는 에러, 파일 조회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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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프로세스 입출력 시스템 발생시 발생되는 에러,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 사용시 발생되는 에러 등을 포함한다
Application Data Management Function : 정상적 공정여부를 알
기 위해 주요 핵심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4.2.2.2

Management Application 구조

MA는 SP로부터 전달 받은 각종 Attribute 데이터들을 처리하여
Database에 보관하는 역할과 SP로부터 올라오는 Event 신호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게 알려준다.
User Interface.

Fault Func.
App Process Func .

Config Func .

Perform Func .

Link Status Func .

App Errlog Func.

ns

App DB Func .

App Data Func .

SP-API

MAP-API
Event

Request
Server Provider

그림 7. Management Applica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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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 (Management Applic ation Functions) : User Interface로부터의
작업요청에 따라 SP-API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한편,
MAP-API로부터 전달된 Event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담
당하는 클래스이다. 시스템 관리기능인 Fault Management Function,
Configuration Management Function과
Function을

Performance Management

클래스화하고 , 공정제어관리용

Application

Process

Management Function, Link Status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Database

Table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Error

Log

Management Function 및 Application Data Management Function 등을
클래스화한다.
MAP-API (Management Application Provider API) : Managed
Server 시스템의

상태

변경

및

Event 발생시

Management

Application으로의 통보를 위해 Service Provider에 의해 불려지는
함수들의 집합이다.
SP-API (Service Provider API) : Management Application에서
Managed

Server

System내의

각종

정보를

Get/Set

할때나

Management Application을 Service Provider에 등록할 때 사용되는
Service Provider API for Management Application을 접근하기 위해 정
의된 클래스이다.

4.2.3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항목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으로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제
공해야 하는데 MS-Windows환경을 기반으로 이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
은 관리 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합감시화면 :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등 공정별로 관리하

38

는 화면이다.
성능관리화면 : 공정제어 프로세스 및 Global Table 및 File
관리, Link Status 관리, Application DB 관리, Queue 관리, Error Log
관리 항목을 표시하는 화면이다
장애관리화면 : 각 시스템별로 장애발생실적을 조회하고, 장
애처리 등록하며 검색기능을 처리할 수도록 한다. 장애 분류로는
임계치 초과, Process Down, 응용 SW Down, HW Error, 통신이상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운영관리화면 : OS 종류 및 Version, CPU 종류 및 숫자,
Memory 용량, HDD 용량, 설치된 SW 목록, 시스템 Up Time, 시
스템 및 공정제어 Process List, 현재 상태 (동작중, 정지), Event
Notification 등 성능 데이터 수집 및 이력관리한다. 또한 각 시스
템별 명세 및 특성 데이터 관리 (모델명, IP Address, CPU 명세,
SW 이력 등)를 관리하고, 각 시스템별 관리 임계치를 설정 (수
집주기, 관리상한치 , Task 관리 등)한다. 부가적으로 운영코드를
관리 (공정, 작업표준, SW 및 License 등)한다.

4.2.4

Database Table 설계
관리대상으로 사용되는 관계형 Table로 분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그림 8 은 이 논문에서 구현되어 사용되는 관리용 Table의 Schem를 표
시한 것이다. 각 Table이 저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등록 및 관리 Table : 웹상에 로그인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에 등록함으로써 허가된 사용자만이 시스템에 접근
하여 감시토록 한다.
통합감시 Table :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통
합감시 화면용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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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관리 Table : 시스템의 CPU, Memory, Disk 등의 성능 데이
터의 항목을 저장하여 이력관리하도록 하는 테이블을 작성한다.
장애관리 Table : 각 시스템별 장애발생을 조회, 장애처리 등
록 및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장애이력 테이블을 작성한다.
운영관리 Table : 시스템별 명세 및 특성 데이터를 관리하며,
각 시스템별 관리임계치를 설정하도록 하며 운영관리 코드를 작
성하도록 한다.
공정제어 시스템 관리용 DB Table Schema

사용자관리
Table
(Username,
Password)

통합감시 Table
(서버등록,알람
설정,로그확인,
성능관리,장애
관리,운영관리

성능관리 Table
(전체감시,CPU,
OS, HDD Status)

장애 관리 Table
(장애유형,장애
시간,장애원인,
장애조치)

운영 관리 Table
(연락처,Host Model,
CPU Type, CPU Clock
Speed, Memory Size,
HDD, IP, 설치 SW List,
Process List
그림 8. 관리용 DB Table Schema

40

5. 구현
윈도우의 COM/DCOM [29]객체가 제공하는 원거리 데이터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대상 서버의 정보를 관리 서버로 가져오는
Management Application Program을 구현하는 것과 공정제어용 Back-End
Data를 추출할 수 있도록하는 전용 Service Provider를 구현하는 것을 일
차적 목표로 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Database로 관리하고 데이터
를 웹 인터페이스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이차적인 목표이다.

5.1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는 Windows NT 4.0 Service Pack 5 이상,

Windows 2000, WMI SDK (WMICORE.exe, WMISDK.exe) [38]가 있으며, 컴
파일러로는 Visual C++ 6.0 Compilers [25]가 필요하고, 하드웨어 요구사항
으로

Pentium-class Computer로서 최저 메모리사양이 32 MB RAM, 30

MB of Available Hard Disk Space를 갖는다.
그림 9 는 Web User Interface, Management Application, 그리고 Service
Provider를 구현한 Architecture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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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UI by ASP
Performance.asp, Fault.asp
Maintennace.asp, Register.asp
Configure.asp, Display_log.asp
Info_dynamic_display.asp
Info_statistic_daily_display.asp
HTTP

Web Server

관리
DB

ASP

공정제어 관리용 MA by C++
System 관리용 MA by C++

By SQL
Library

Fault Mgmt Func.
Configuration Mgmt Func.
Performance Mgmt Func.

CIMON
Repository

DCOM

Application Process Mgmt Func
Link Status Mgmt Func
Application DB Table Mgmt
Func
Application Error Log Mgmt
Func
Application Data Mgmt Func.

App. API
CIM Object
DCOM
Manager(CIMOM)

공정제어용 Provider

WMI API
DCOM

App Process Provider
Link Status Provider
App DB Provider
Queue Provider
Error Log Provider
App Data Provider

Built-in Provider
Win32
WDM
Registry

Components
(Win32, Registry, WDM)

Components
(App DB, Process,
App Files)

그림 9. 공정제어관리 시스템 구현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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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 구현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에는 Built-in Service Provider와 공정제어

용 Service Provider로 나뉜다.

5.2.1

시스템 Built- in Service Provider 구성
Windows NT WMI SDK에서 제공하는 기본 내장형 Provider를 이용

하여 시스템 관리 정보를 검색한다. 표 5 는 시스템 Built-in Service
Provider를 설명하고 있다. 이 Built-i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여 공정제
어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읽어내도록 한다.
Built-In Providers
Directory Services Provider
Event Log Provider
MS Windows Installer Provider
Performance Counters Provider

설 명
Active Directory 내 Class, Object 생성.
NT Event Log 로부터 Data Access 통지
Windows Installer 정보를 Access 한다
Performance Counter Data 를 Access 한다

Performance Monitor Provider

NT Performance Monitor 로부터 Data 접속

Power Mgmt Event Provider

전원상태변화에 대한 전원관리 Event
표시한다
Registry 내 Key, Value, Tree 값의 변화시
Event 를 통보한다
Registry 로부터 Data 를 Access 한다
Security Settings 정보를 Access 한다
SNMP Devices 로부터 Data 및 Event 를
Access 한다.
Source Classes, 또는 Computers 로부터
새로운 Class 생성한다.
Device Driver 로부터 Data 및 Event 를
Access 한다
Win32 Subsystem 으로부터 Data 를
Access 한다

Registry Event Provider
Registry Provider
Security Provider
SNMP Provider
View Provider
WDM Provider
Win32 Provider

표 7. 시스템 Built-in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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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in Service Provider 처리 Flow

5.2.2

WMI Provider는 기본적으로 Component Object Model (COM) 또는
distributed COM (DCOM)을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WMI Provider
는 여러 개의 서비스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용되는 Provider로
는 Instance Provider이다. Instance Provider는 주어진 클래스의 Instance 값
을 표시하여준다.
이러한 Built-i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필
요한 Service Provider는 일단 WMI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이 이루어진 후에 모든 형태의 Provider는 초기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초기화 과정에는 IwbemProviderInit Function을 Call함으로써 초기화가 이
루어진다. 다음으로 필요한 Built-in Provider를 지원하기위한 Primary
Interface를

구현한다.

Primary

IWbemServices

Interface를

IwbemProviderInit

초기화

Interface에는

사용한다.

Interface를

이

사용하게

지원하는

WMI에서
구현

과정에서도

된다.

IwbemServices

Interface는 Service Provider 뿐만 아니라 Management Application에서도 사
용되어진다.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IwbemServices method 중에 데
이터를

추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며,

열거하기위한

Instance Method를 사용한다.
그림 9 는 위에서 설명한 처리 Flow를 도식화한 것이다.
WMI 내에 등록
Primary Interface 구현
Initialization (IWbemProviderInit Interface 구현)
WMI 로부터의 Request 처리
그림 10. Built-in Service Provider 처리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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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나

5.2.3

공정제어 Service Provider 구성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는 각 기능별로 Class로 구현하였고 그

Class들은 표 6 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공정제어 Providers
App Process Provider
Link Status Provider

App DB Provider

Queue Provider
Error Log Provider

App Data Provider

설 명
Application 프로세스의 감시 및 Global Table
및 File 의 상태정보를 Access 한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의 통신
상태,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와의 통신
상태, 상위 비즈니스 컴퓨터와의 통신 상태
및 Client PC 와의 통신 상태, 그리고 화면
Display 상태 정보를 Access 한다
관계형 DBMS 내에 생성된 Application 테이블
들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내의
읽기/쓰기의 상태정보를 Access 한다.
각종 특정 목적의 조업관리 Printer 및
화면들의 현재 상태 정보를 Access 한다.
디렉토리내에 특정 정의된 파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에러의 결과를 참조한다.
프로세스간 통신시 발생되는 에러, 파일
조회시 발생되는 에러, 프로세스 입출력
시스템 발생시 발생되는 에러,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 사용시 발생되는 에러 등을 포함한다
정상적 공정여부를 알기 위해 주요 핵심
데이터 정보를 Access 한다.

표 8.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

5.2.4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 처리 Flow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는 기능에 따른 여러 개의 스레드들로

구성되어 진다. 먼저 Management Application을 위한 Management Interface
를 제공하기 위한 스레드, Component를 위한 Component Interface를 제공
하기 위한 스레드가 필요하고 전체를 관장하는 Main 스레드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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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in 스레드는 공정제어 Service Provider를 운영하기 위한 각자의
Module 들을 가지며 이들을 통해 DB나 Memory, File 등의 Meta 정보나
데이터를 얻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들의 동기화를 맞
추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레드들은 항상 백그라운드
(Background)로 작동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작업 요청 발생시 하나의
Child-Thread가 생성된다.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 데이
터에 대한 일치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인 스레드 내부에서 Serialization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 은 위에서 설명한 처리 Flow를 도식화 한 것이다.

Function 을 Class 로 등록

Initialization(File 생성, Memory 할당)

Primary Interface 구현(API 연결)

Cyclic Data Handling

그림 11.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 처리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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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pplication 구현

5.3

Management Application의 구성 및 처리 Flow에 대해서 살펴본다.

Management Application 구성

5.3.1

Management Application을 각 기능별로 Class로 구현하였고, 그
Class들의 기능은 표 7 에서 나타내었다.
구 분
설 명
System 관리용 Management Fault Management Function
Configuration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
공정제어 관리용 Management Application Process Management Function
Link Status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Application Database Table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Error Log Management
Function
Application Data Management Function
표 9.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Management Application 처리 Flow

5.3.2

시스템 관리용 Management Application과 공정제어용 Management
Application을 통합하여 하나의 Main Module이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Management Application의 처리 수순을 살펴보면 먼저 WMI API를
접근하기위해서 COM을 초기화한다. COM을 초기화하기 위한 Function
으로는

CoInitializeEx와

CoInitializeSecurity를

사용해서

사용자

Application Process와 COM과의 연결을 시킨다. 다음으로 COM Function
인 CoCreateInstance를 이용해서 Instance 공간 확보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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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r를 얻고 난후 Application은 WMI와 연결하기위해 ConnectServer라
는 Method를 부르게 된다.
기본적인 WMI와 연결과정을 거친 후에 Management Application은
현재 시스템용 Built-in Service Provider가 수시로 저장하는 Repository 정
보를 Application에서 직접 추출하고,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가 제공
하는 공정제어 관리정보를 관리 Database Table에서 직접 정보를 추출하
게 된다. 그림 11 은 시스템 관리용 Management Application 하나인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을 구현한 것이다.
// COM 초기화
CoInitializeEx (NULL, COINIT_APARTMENTTHREADED);
CoInitializeSecurity ( RPC_C_AUTHN_LEVEL_CONNECT,
NULL, EOAC_NONE, 0);
// 객체 인스턴스 공간 확보
hr = CoCreateInstance (CLSID_WbemLocator, NULL,
CLSCTX_INPROC_SERVER, IID_IWbemLocator,
(void**) &pWbemLocator);
// Connection For Local System
bstrNamespace = L"root\\cimv2";
hr = pWbemLocator->ConnectServer (bstrNamespace,… );
pWbemLocator->Release ();
// Win32_LogicalDisk 관리정보를 읽는다
bstrPath = SysAllocString (L"Win32_LogicalDisk.DeviceID='C:\'");
hr = pServices->GetObject (bstrPath, 0,0, &pDrive, 0);
// Display the object
hr = pDrive->GetObjectText (0, &bstrDriveObj);
fprintf (fp, "%S\n", bstrDriveObj);
pDrive->Release ();
pDrive = NULL;

그림 12. Management Appli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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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은 Mnagement Application의 처리과정으로서. 처음에 COM
API를 사용하기 위한 Instance 생성작업을 하고(Locator), 다음으로 필요
한 Service를 정의하고(Services), 관련된 객체의 정보를 추출(Object)하는
작업을 나타낸 것이다.

CoCreateInstanceEx

IWbemLocato
r

COM API

IWbemService

Locator

Services

IEnumWbemClassObj
ect

IWbemClassObject

Enum

Object

WMI API,
공정제어
관리용 API

IWbemQualifierSet

QualifierSet

그림 13. Management Application 처리 Flow

5.4

Web-based User Interface 구현
웹을 통한 공정제어용 관리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에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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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제어용 관리 Table에 저장하여 수시로 Client의 요구시에 웹에서
Database를 연동할 수 있는 Script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Client의
웹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논문의 구현에 사용된 Script
언어는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ASP (Active Server Page) [9]이다.

5.4.1

Login : 사용자 인증
인가된 시스템 관리자의 인증을 통해 시스템의 현재정보를 볼 수

있도록 쿠키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User Interface를 만든다. 그림 12 는
사용자 인증 User Interface를 나타낸 화면이다.

그림 14. 사용자 인증 User Interface

5.4.2

Main and Menu
공정제어관리를 위한 Web User Interface에서 성능관리 항목을 보여

준 것이다. 왼편의 메뉴항목에는 서버등록, 알람설정, 로그확인, 장애관
리, 그리고 운영관리 항목이 있고 오른쪽은 전체관리할 대상의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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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고 오른쪽 아래 웹페이지는 개개의 시스템별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성능관리 화면이다.

그림 15. 성능관리 User Interface

5.4.3

운영관리화면
그림 14 는 운영관리 User Interface로서 운영할 공정제어시스템의

모든 관리정보를 매뉴얼 또는 자동으로 입력하여 관리자가 용이하게
시스템의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공정제어시스템을 관리자
별로 분류하여 게시판의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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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운영관리 User Interface

5.4.4

서버등록 관리
관리하고자 할 서버를 추가하고자 하면 서버명과 관리자의 정보

를 입력해야 한다. 그림 15 는 공정제어 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
도록 해주는 화면이다.

그림 17. 서버등록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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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알람 설정 User Interface
그림 16 은 Event threshold를 만들어 Hard Disk의 여유 용량 한계를

설정하고, 통계 데이터 수집 간격을 조정하는 User Interface이다. 이
Threshold가 임계치를 넘으면 그림 17 의 예처럼 rivergod 시스템의 HDD
가 알람 경보로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18. 알람설정 User Interface

5.4.6

관리대상 상태감시 User Interface
그림 17 은 관리대상의 전체 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는 User

Interface로서 전체 리스트를 나열하고 각각의 감시상태를 정상/비정상으
로 표시하고, 각각의 동작상태를 설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정상/비정상
으로 표시하며, 이름을 클릭하면 대상 컴퓨터의 상세정보 화면으로 이
동한다. 감시 대상은 전체 시스템의 CPU, OS 및 HDD의 종합적인 상태
를 감시한다. 웹 클라이언트의 Refresh 기능을 사용하여 30 초 마다 관
리정보를 요청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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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관리대상 상태감시 User Interface

5.4.7

관리대상 시스템의 성능관리 정보표시 User Interface
그림 18 은 서버의 CPU 사용량, Process list의 동작 및 정지 Status,

Memory usage, Disk usage 등 시스템 및 공정제어관리에 필요한 관리정보
를 표시하는 User Interface이다.

그림 20. 관리대상 정보조회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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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웹을 이용한 공정제어용 서버의 관리시스템을 구
축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정제어용 관리시스템 요구사항으로는 기본
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장애관리, 구성관리, 성능관리를 기반으로
공정제어용 프로세스 및 Global Table 및 File 관리, Link Status 관리,
Application

Database

관리,

Queue(Printer)

관리,

Error

Log

관리,

Troubleshooting 관리 등이 있었다. 구현과정에서 Microsoft WMI를 이용
하여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를 추출하도록 Built-in Service Provider를 이
용하였다. 또한 공정제어용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해서 공정제어용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였다. 시스템 관리자가 효율적
으로 관리정보를 얻기위해서 각 Service Provider에서 필요한 관리정보를
추출하여 임의의 Database 관리영역에 보관하는 Management Application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Web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Web-based User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공정제어용 컴퓨터의 시스템 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시스템 고유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대부분 현장의 전산실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구축한 웹을 기반한 공정제
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합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관리 인력의 감
소 및 전산 시스템의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시스템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향후 작업으로는 이 논문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포항제철소 내
에 공정별로 공통된 공정관리항목을 표준화하고, Back-End Program을 개
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PC Server를 도입추진중인 공장에 현재 개발된
관리시스템을 직접 적용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제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관리범위를 벗어나 통합관리시스템 [31]으로의 구
현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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