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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concrete SNMP MIB to
XML translation algorithm and to implement an SNMP-XML gateway using the
algorithm. The gateway is used to transfer management information between an
XML-based manager and SNMP-based agents.
SNMP is widely used for Internet management, but SNMP is insufficient to
manage continuously growing huge networks because of its constraints in
scalability and efficiency.
XML–based network management architectures are new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SNMP, but XML-based Network Management System (NMS) can
not manage legacy SNMP agents directly.
We have researched the way to manage legacy SNMP agents with XMLbased manager, and we designed and implemented SNMP gateway for XMLbased NMS. We defined both specification translation and interaction translation
algorithms. We also implemented automatic specification translator (SNMP MIB
to XML Translator) and a SNMP gateway. The SNMP gateway translates and
relays messages between SNMP agent and XML-based manager system.
The SNMP gateway gives a way to manage networks composed of SNMP
agents by using XML-based manag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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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 년대 후반부터 월드 와이드 웹 (WWW: World Wide Web) [1]의
발달과 함께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인터넷은 여러 벤더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
고 자연히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였다.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2]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쉽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초창기에는 과도기적 표준으로 단기간
의 사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구현이 쉽고 호환이 뛰어난 장점으
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인터넷 관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SNMP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장성과 효율성에서 단점을 가
지고 있다 [3]. 1990 년대를 통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날로 증가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를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의 단점을 보완하여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많은 관리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XML [6]을 네트워크
관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웹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전달이나 처리 및 저장
등의 방법으로 XML을 사용한다. 관리정보를 XML 문서로 표현하고 이
XML 문서를 HTTP 통신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3, 4],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표
준화된 XML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 [5]. 관리정보를 HTTP 상에서 XML
로 전달 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과 전달 지연의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기종의 시스템
간에도 쉬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는 관리정보의 정의를
XML로 작성한다. 그리고, HTTP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니저와 에이
전트가 웹 서버를 내장하고 있다. 에이전트에서는 XML 문서 생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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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데이터를 XML로 표현을 하고, 내장 웹 서버 (Embedded Web Server)
를 이용하여 HTTP로 생성된 문서를 매니저로 전달한다.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확장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SNMP 에이전트가 장착된 장치를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
하지 못하면 효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는 대부
분이 SNMP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장치는
SNMP 에이전트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장점을 이용하면서도 기존의
SNMP 에이전트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내장 웹 서버 기반의 에이
전트와 함께 SNMP 에이전트를 변경 없이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
리정보의 정의 방법에 대한 변환과 실제 관리 데이터의 표현방법에 대
한 변환이 필요하다. 먼저 SNMP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17]
으로 표현된 SNMP 에이전트의 관리정보를 XML로 변경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XML기반 매니저가 SNMP기반 에이전트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관리 정보인 MIB을 매니저가 이
해하는 구조인 XML로 표현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환을 위
한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기계적으로 자동 변환이 되도록 자동 변
환기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는
SNMP 메시지와 XML 문서간에 상호 데이터 표현을 변경해주는 게이트
웨이(Gateway)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이는 매니저가 이해하는 언어인
XML과 에이전트가 이해하는 언어인 SNMP

메시지를 중간에서 상호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SNMP MIB을 정보의 손실이 없이 XML로 변환하
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자동변환기를 구현한다. 그리고 구
현된 변환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변환 전달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구현
하여 XML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XML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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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매니저에서 SNMP 기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서론에 이어 2 장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 장에서는 해결할
문제의 정의와 해결방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SNMP MIB의 XML 변
환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5 장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변환기의
구현을 설명한다. 6 장에서는 SNMP-XML 변환 게이트웨이를 설계와 구
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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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SNMP와 XML에 대해 분석하고 XML
을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2.1

SNMP…

… … … … …

1980 년대 후반부터 WWW의 확산에 힘입어 인터넷이 급속히 증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9]를 이용하여 종단간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
순한 동작상태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관리를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각기 다른 업체에서 만드는 각종 인터넷 장
비를 공통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연구들 중에서 IAB
(Internet Archetecture Board)에서는 표준으로 두가지 방안을 결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쉽게 구현해서 적용할 수 있는 SNMP 표준 방안을 적용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가지는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10]기반 표준 방안이다.
그리고 SNMP는 IETF에서 표준화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에 임
시적인 표준으로 시작한 SNMP는 구현이 쉽고 간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십년이 지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네트워크 관
리에서 아직 CMIP 기반의 연구가 SNMP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SNMP는 1990 년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32]에서 일차
로 표준화되었고, 1995 년에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능을 확장한 SNMPv2
(SNMP version 2) [21]가 표준 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1999 년에는 이
전 버전을 더욱 확장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던 보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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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버전으로 SNMPv3 (SNMP version 3) [22]이 제안되
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처음 표준화된 SNMP인
SNMPv1 이고 일부 SNMPv2 가 사용되고 있다.
SNMP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매니저/에이전트 패
러다임으로 되어있다. 관리 대상의 장치에는 SNMP 에이전트가 삽입되
어서 관리대상 장비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매니저는 네트워그 운
용자가 장비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
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1. SNMP 네트워크 관리 구조
에이전트의 정보를 매니저가 수집하는 방법은 매니저의 요청에
대해 에이전트가 응답하는 방법과 에이전트가 매니저의 요청이 없이
통보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폴링(Polling)이라고 하고 후자를 트랩
(trap)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보 모델, 관리정보 정의, 정보
전달방법의 세가지 정의를 규정하여야 한다.
?? 관리정보

모델 : 관리할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관리 정보

정의를 위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SNMP에서는

SMI

(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15, 18]에 이를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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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관리정보

정의 : 실제로 관리할 정보를 정의하는 것으로

SNMP에서는 관리정보를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17,
21]으로 나타낸다. 관리정보는 표준화된 MIB이 있고, 장비 업
체별로 각각의 장비에 맞게 정의한 사설 MIB (Private MIB)이
있다.
?? 정보

전달 방법 :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에 정보를 어떤 방법으

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동작을 설명한 것이다. SNMP 프로토콜
에서는 요청(Request)/응답(Response)의 방법과 트랩(Trap)의 방
법을 사용한다.
SNMP 각 버전의 기능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항목
관리정보 모델
프로토콜 동작

SNMPv1

SNMPv2

SMIv1
Get,
GetNext,
Set
Trap

SMIv2
Get, GetNext,
GetBulk
Set
SNMPv2-trap
Inform
SMI 정의 확장
매니저간 통신
벌크통신
1999 년 완료
1901~1908,
2578~2580

최초 표준
특징
표준화
RFC번호

1991 년 완료
1155, 1212, 1213,
1215

SNMPv3
SMIv2
Get, GetNext,
GetBulk
Set
SNMPv2-trap
Inform
보안강화

1999 년 제안
2570~2576

표 1. SNMP 버전별 표준 비교
표 1 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의 세부 절에서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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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NMP SMI
SMI는 SNMP에서 사용하기 위한 관리정보 모델링 방법을 ASN.1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14]으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매크로와 데
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관리대상을 정의하는 MIB을
기술하기 위한 규칙이다. 관리정보를 XML로 변환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는 SMI 규칙을 먼저 상세히 분석하고 MIB을 구성하는 방법을 분석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SNMP에서 관리정보를 정의하는 규칙인
SMI를 상세히 분석하고 각 버전별로 사용되는 매크로 정의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SNMP MIB을 XML로 변환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SMI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관리정보는 계층적인 트리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트리의 마지막 노드만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는 노드이다. 데
이터는 단순 스칼라 값을 가지거나 스칼라 값의 이차원 배열인 단순한
테이블만을 지원한다. 각 노드는 고유한 OID에 의해 구분된다.
2.1.1.1

SMIv1

SMIv1 (SMI version 1)은 RFC1155 [15]에 표준화 되어 있고,
RFC1212 [16]에는 OBJECT-TYPE 매크로를 확장한 정의가 표준화 되어
있다.
SMIv1 에 정의된 인터넷 관리정보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
이 정의되어 있다.
internet
OBJECT IDENTIFIER ::= { iso org(3) dod(6) 1 }
directory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1 }
mgmt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2 }
experimental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3 }
private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4 }
enterprises OBJECT IDENTIFIER ::= { private 1 }

이러한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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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MIv1 의 기본 MIB 트리 구조
경로 지정은 internet OBJECT IDENTIFIER ::= { 1 3 6 1 } 또는 1.3.6.1
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SMIv1 에서 관리대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크로로 ASN.1
으로 정의된 OBJECT-TYPE 매크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 매크로는 모든
관리 노드를 정의하는 매크로이며 RFC1155 의 매크로 정의를 보완하여
RFC1212 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OBJECT-TYPE MACRO ::= BEGIN
TYPE NOTATION ::=
"SYNTAX" type(ObjectSyntax)
"ACCESS " Access
"STATUS" Status
DescrPart
ReferPart
IndexPart
DefValPart
VALUE NOTATION ::= value (VALUE ObjectName)
Access ::= "read-only" | "read-write" | "write-only" | "not-accessible"
Status ::= "mandatory" | "optional" | "obsolete" | "deprecated"
DescrPart ::= "DESCRIPTION" value (description DisplayString) | empty
ReferPart ::= "REFERENCE" value (reference DisplayString) | empty
IndexPart ::= "INDEX" "{" IndexTypes "}" | empty
IndexTypes ::= IndexType | IndexTypes "," IndexType
IndexType ::= value (indexobject ObjectName) | type (indextype)
DefValPart ::= "DEFVAL" "{" value (defvalue ObjectSyntax) "}" | empty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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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절은

노드가 가지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고,

ACCESS절은 노드의 값에 대한 읽기 쓰기의 허용 여부를 나타낸다.
STATUS절은 실제 사용 여부를 나타내며, DESCRIPTION절은 노드가 가
지는 값의 의미를 설명한다. REFERENCE 절은 노드 정의가 다른 MIB
과의 관련에 대한 기술을한다. DEFVAL절은 노드의 기본값을 지정한다.
2.1.1.2

SMIv2

SMIv2 (SMI version 2)는 보다 확장된 관리정보 정의 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 SMIv2 관련 표준으로는 RFC2578 (SNMPv2-SMI) [18], RFC2579
(SNMPv2-TC) [19], RFC2580 (SNMPv2-CONF) [20]가 있다. SMIv2 에는 관
리정보의 루트 경로를 아래와 같이 확장 정의하고 있다.
-- the path to the root
org
OBJECT IDENTIFIER ::= { iso 3 } -- "iso" = 1
dod
OBJECT IDENTIFIER ::= { org 6 }
internet
OBJECT IDENTIFIER ::= { dod 1 }
directory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1 }
mgmt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2 }
mib-2
OBJECT IDENTIFIER ::= { mgmt 1 }
transmission OBJECT IDENTIFIER ::= { mib-2 10 }
experimental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3 }
private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4 }
enterprises OBJECT IDENTIFIER ::= { private 1 }
security
snmpV2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5 }
OBJECT IDENTIFIER ::= { internet 6 }

-- transport domains
snmpDomains OBJECT IDENTIFIER ::= { snmpV2 1 }
-- transport proxies
snmpProxys
OBJECT IDENTIFIER ::= { snmpV2 2 }
-- module identities
snmpModules OBJECT IDENTIFIER ::= { snmpV2 3 }

이러한 구조를 트리로 나타내면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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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MIv2 의 기본 MIB 트리 구조
RFC2578(SNMPv2-SMI) [18]에는 노드 정의를 위해 다양한 매크로
를 정의하고 있다.
첫째, MODULE-IDENTITY 매크로는 MIB 모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매크로이며 이 매크로로 정의되는 노드는 각 모듈에
서 처음에 나타나며 한번만 나타난다. 매크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MODULE-IDENTITY MACRO ::= BEGIN
TYPE NOTATION ::=
"LAST-UPDATED" value(Update UTCTime)
"ORGANIZATION" Text
"CONTACT-INFO" Text
"DESCRIPTION" Text
Revision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RevisionPart ::= Revisions | empty
Revisions ::= Revision | Revisions Revision
Revision ::= "REVISION" value(Update UTCTime)
"DESCRIPTION" Text
-- uses the NVT ASCII character set
Text ::= """" string """"
END

LAST-UPDATED 절은 최근에 수정한 날짜를, ORGANIZATION 절
은 작성한 기관 정보를, CONTACT-INFO 절은 작성 기관 연락처 정보를,
10

DESCRIPTION 절은 모듈에 관한 설명을, REVISION 절은 수정일자를 ,
REVISION 절에 따르는 DESCRIPTION 절은 해당 수정날짜에 수정한
내용을 나타낸다.
둘째, SMIv2 의 OBJECT-TYPE 매크로는 SMIv1 과 동일하게 관리
대상(MO : Managed Object)을 정의하는 매크로이지만 확장된 개념을 도
입하였다. ‘UNITS’ 절을 도입해서 노드 값의 단위를 지정해 줄 수 있으
며 ASN.1 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OBJECT-TYPE MACRO ::= BEGIN
TYPE NOTATION ::= "SYNTAX" Syntax
UnitsPart
"MAX-ACCESS" Access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IndexPart
DefVal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Name)
Syntax ::= type(ObjectSyntax) | "BITS" "{" Kibbles "}"
Kibbles ::= Kibble | Kibbles "," Kibble
Kibble ::= identifier "(" nonNegativeNumber ")"
UnitsPart ::= "UNITS" Text | empty
Access ::= "not-accessible" | "accessible-for-notify" | "read-only"
| "read-write"| "read-create"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IndexPart ::= "INDEX"
"{" IndexTypes "}"
| "AUGMENTS" "{" Entry
"}"
| empty
IndexTypes ::= IndexType | IndexTypes "," IndexType
IndexType ::= "IMPLIED" Index | Index
Index ::= value(Indexobject ObjectName)
Entry ::= value(Entryobject ObjectName)
DefValPart ::= "DEFVAL" "{" value(Defval Syntax) "}" | empty
Text ::= """" string """"
END

셋째, NOTIFICATION-TYPE 매크로는 SNMPv2 에서 트랩(trap)을
위한 노드를 지정하는 매크로이며 ASN.1 정의는 아래와 같다.
NOTIFICATION-TYPE MACRO ::= BEGIN
TYPE NOTATION ::= ObjectsPart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11

Refer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NotificationName)
ObjectsPart ::= "OBJECTS" "{" Objects "}" | empty
Objects ::= Object | Objects "," Object
Object ::= value(Name ObjectName)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Text ::= """" string """"
END

OBJECTS 절은 통지를 위한 관리대상 이름을, STATUS 절은 노드
의 사용 여부를, DESCRIPTION 절은 노드에 관한 설명을, REFERENCE
절은 다른 MIB에서 같은 노드의 참조 정의에 관한 정보를 각각 나타낸
다.
넷째, OBJECT-IDENTITY 매크로는 실제 관리대상을 정의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OBJECT IDENTIFIER 와 같이 그룹 노드를 지정하는 매
크로이며, ASN.1 정의는 다음과 같다.
OBJECT-IDENTITY MACRO ::= BEGIN
TYPE NOTATION ::=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Text ::= """" string """"
END

STATUS 절은 노드의 사용 여부를, DESCRIPTION 절은 노드에 관
한 설명을, REFERENCE 절은 다른 MIB의 참조 여부를 나타내는데 각
각 사용된다.
RFC2579(SNMPv2-TC) [19]에는 TEXTUAL-CONVENTION

매크로

를 정의 하고 있다. SNMPv2 에서 새로 정의된 매크로로서 사용자 정의
형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정한 이름으로 기본 데
이터 타입을 이용한 확장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작성하고 정의
된

이름을

SNMP

MIB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TEXTUAL-

CONVENTION 매크로를 ASN.1 을 이용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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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AL-CONVENTION MACRO ::= BEGIN
TYPE NOTATION ::=
DisplayPart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SYNTAX" Syntax
VALUE NOTATION ::= value(VALUE Syntax)
-- adapted ASN.1
DisplayPart ::= "DISPLAY-HINT" Text | empty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Text ::= value(IA5String)
Syntax ::= type | "BITS" "{" NamedBits "}"
NamedBits ::= NamedBit | NamedBits "," NamedBit
NamedBit ::= identifier "(" number ")" -- number is nonnegative
END

TEXTUAL-CONVENTION 매크로의 각 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DISPLAY-HINT 절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 지정하고,
STATUS 절은 이 타입의 사용 여부를, DESCRIPTION 절은 이 타입에
관한 설명을, REFERENCE 절은 다른 MIB의 참조 여부 설명을,
SYNTAX 절은 데이터 타입 정의를, BITS 절은 열거형 데이터 타입의
값 열거를 각각 나타낸다. 이 매크로를 이용한 정의 예는 아래와 같다.
TruthValue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a boolean value."
SYNTAX INTEGER { true(1), false(2) }

명명규칙에서 첫문자는 대문자이고 , 모두대문자가 아니어야 하며,
길이는 64 글자 이하이어야 하고, 모든 표준에 대해서 유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하이픈(-)은 사용할 수 없다.
RFC2580(SNMPv2-CONF) [20]에는 유사한 관리정보를 그룹으로 지
정하는 매크로를 정의하고 있다. 두개의 그룹 매크로 정의와 하나의 에
이전트의 능력을 정의하는 매크로와 하나의 모듈의 최소한의 구현 요
소를 정의하는 매크로가 있다. 이제 각각의 매크로를 상세히 설명한다.
첫째, OBJECT-GROUP

매크로는 관리대상(MO) 노드를 관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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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공한다. 관련된 여러 개의
노드를 한번에 조회하고자 할 때 그룹으로 묶어서 해당하는 그룹을 조
회함으로써 미리 정의한 여러 개의 노드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그룹의 지정은 에이전트의 구현시에 고정되며 실행중에 변경되지
못한다. 이 매크로의 ASN.1 정의는 아래와 같다.
OBJECT-GROUP MACRO ::= BEGIN
TYPE NOTATION ::= ObjectsPart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ObjectsPart ::= "OBJECTS" "{" Objects "}"
Objects ::= Object | Objects "," Object
Object ::= value(ObjectName)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Text ::= value(IA5String)
END

OBJECTS 절에는 이 그룹에 포함되는 노드의 이름을 나열한다.
STATUS 절은 이 그룹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DESCRIPTION
절은 이 그룹에 대한 설명이다. REFERENCE 절은 다른 문서에서 이와
관련된 정의를 하는 경우에 이의 설명이다.
둘째, NOTIFICATION-GROUP 매크로는 통지를 위한 정보를 정의
한 노드 중에 관련있는 여러 개의 노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
을 제공한다. 이 노드의 역할은 OBJECT-GROUP과 같다. 단지 묶는 노
드가 NOTIFICATION에 해당하는 노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매크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NOTIFICATION-GROUP MACRO ::= BEGIN
TYPE NOTATION ::= NotificationsPart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NotificationsPart ::= "NOTIFICATIONS" "{" Notifications "}"
Notifications ::= Notification | Notifications "," Notification
Notification ::= value(NotificationName)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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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value(IA5String)
END

NOTIFICATIONS 절은 해당하는 노드의 이름을 나열한다. 여기에
나열된 통지 노드는 모두 이 그룹이 정의된 모듈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STATUS절은 이 그룹이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DESCRIPTION절은 이 그룹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며 다른 그룹과의 관
계도 여기에 나타낸다. REFERENCE절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정의한
다.
셋째, MODULE-COMPLIANCE 매크로는 MIB 모듈을 정의하기 위
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나타낸것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관리대상
에 대한 규정을 한다. 이 매크로의 ASN.1 정의는 다음과 같다.
MODULE-COMPLIANCE MACRO ::= BEGIN
TYPE NOTATION ::=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Module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Status ::= "current" | "deprecated"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ModulePart ::= Modules
Modules ::= Module | Modules Module
Module ::=
"MODULE" ModuleName
MandatoryPart
CompliancePart
ModuleName ::= identifier ModuleIdentifier | empty
ModuleIdentifier ::= value(OBJECT IDENTIFIER) | empty
MandatoryPart ::= "MANDATORY-GROUPS" "{" Groups "}" | empty
Groups ::= Group | Groups "," Group
Group ::= value(OBJECT IDENTIFIER)
CompliancePart ::= Compliances | empty
Compliances ::= Compliance | Compliances Compliance
Compliance ::= ComplianceGroup | Object
ComplianceGroup ::= "GROUP" value(OBJECT IDENTIFIER)
"DESCRIPTION" Text
Object ::= "OBJECT" value(ObjectName)
SyntaxPart
WriteSyntaxPart
AccessPart
"DESCRIPTION" Text
SyntaxPart ::= "SYNTAX" Syntax | empty
WriteSyntaxPart ::= "WRITE-SYNTAX" Syntax | empty
Syntax ::= type | "BITS" "{" NamedB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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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Bits ::= NamedBit | NamedBits "," NamedBit
NamedBit ::= identifier "(" number ")" -- number is nonnegative
AccessPart ::= "MIN-ACCESS" Access | empty
Access ::= "not-accessible" | "accessible-for-notify" | "read-only" | "read-write" |
"read-create"
Text ::= value(IA5String)
END

STATUS절은 매크로 정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고, DESCRIPTION절
은 설명을 기술하는 절이다. REFERENCE절은 다른 MIB과의 관련을 나
타낸다. MANDATORY-GROUPS절은 필수적인 그룹이름을 나타낸다.
GROUP절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필수적인 그룹을 나열한다. 필
수적인 그룹에 대한 설명을 뒤따르는 DESCRIPTION절에 나타낸다.
OBJECT절은 필수적인 그룹에 포함되는 노드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SYNTAX절은 OBJECT절의 노드의 타입을 나타낸다. WRITE-ACCESS절
은 SYNTAX절의 정의를 상세하게 정의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MIN-ACCESS절은 OBJECT절의 노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수준을 나
타낸다. OBJECT절에 뒤따르는 DESCRIPTION절은 해당 OBJECT 노드의
설명이다. MODULE-COMPLIANCE 매크로를 이용한 예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가상적인 XYZv2-MIB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xyzMIBCompliance MODULE-COMPLIANCE
STATUS current
DESCRIPTION
"The compliance statement for XYZv2 entities which
implement the XYZv2 MIB."
MODULE -- compliance to the containing MIB module
MANDATORY-GROUPS { xyzSystemGroup,
xyzStatsGroup, xyzTrapGroup,
xyzSetGroup,
xyzBasicNotificationsGroup }
GROUP xyzV1Group
DESCRIPTION
"The xyzV1 group is mandatory only for those
XYZv2 entities which also implement XYZv1."
::= { xyzMIBCompliances 1 }

이는 XYZv2-MIB라는 모듈에 정의된 의 MIB에 xyzSystemGroup,
xyzStatsGroup, xyzTrapGroup, xyzSetGroup, xyzBasicNotificationsGroup을 시
스템이 구현해야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XYZv2 엔티티가 XYZv1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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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면 XYZv1Group을 지원한다.
넷째, AGENT-CAPABILITIES 매크로는 SNMP 에이전트가 가지는
능력은 기술하기 위한 매크로이며 이 매크로를 이용하여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MIB의 종류와 범위를 개발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매크로
의 ASN.1 정의는 RFC2580 [20]에 다음과 같이 표준화 되어있다.
AGENT-CAPABILITIES MACRO ::= BEGIN
TYPE NOTATION ::= "PRODUCT-RELEASE" Text
"STATUS" Status
"DESCRIPTION" Text
ReferPart
ModulePart
VALUE NOTATION ::= value(VALUE OBJECT IDENTIFIER)
Status ::= "current" | "obsolete"
ReferPart ::= "REFERENCE" Text | empty
ModulePart ::= Modules | empty
Modules ::= Module | Modules Module
Module ::= "SUPPORTS" ModuleName
"INCLUDES" "{" Groups "}"
VariationPart
ModuleName ::= identifier ModuleIdentifier
ModuleIdentifier ::= value(OBJECT IDENTIFIER) | empty
Groups ::= Group | Groups "," Group
Group ::= value(OBJECT IDENTIFIER)
VariationPart ::= Variations | empty
Variations ::= Variation | Variations Variation
Variation ::= ObjectVariation | NotificationVariation
NotificationVariation ::= "VARIATION" value(NotificationName)
AccessPart
"DESCRIPTION" Text
ObjectVariation ::= "VARIATION" value(ObjectName)
SyntaxPart
WriteSyntaxPart
AccessPart
CreationPart
DefValPart
"DESCRIPTION" Text
-- must be a refinement for object's SYNTAX clause
SyntaxPart ::= "SYNTAX" Syntax | empty
WriteSyntaxPart ::= "WRITE-SYNTAX" Syntax | empty
Syntax ::= type | "BITS" "{" NamedBits "}"
NamedBits ::= NamedBit | NamedBits "," NamedBit
NamedBit ::= identifier "(" number ")" -- number is nonnegative
AccessPart ::= "ACCESS" Access | empty
Access ::= "not-implemented"
-- only "not-implemented" for notifications
| "accessible-for-notify" | "read-only" | "read-write" | "read-create"
-- following is for backward-compatibilit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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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only"
CreationPart ::= "CREATION-REQUIRES" "{" Cells "}" | empty
Cells ::= Cell | Cells "," Cell
Cell ::= value(ObjectName)
DefValPart ::= "DEFVAL" "{" Defvalue "}" | empty
Defvalue :: value(ObjectSyntax) | "{" BitsValue "}"
BitsValue ::= BitNames | empty
BitNames ::= BitName | BitNames "," BitName
BitName ::= identifier
Text ::= value(IA5String)
END

PRODUCT-RELEASE절은 에이전트의 버전을 나타내고 STATUS절
은 매크로 정의의 사용 여부를 나타낸다. DESCRIPTION절은 이 정의가
어떤 에이전트를 나타내는지 기술한다. SUPPORTS절은 반복적으로 사용
되어 지원하는 MIB을 나타낸다.
2.1.1.3

Data Type

SMI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DataType
INTEGER
Unsigned32
Counter32(Counter)
Counter64
Gauge32(Gauge)
TimeTicks
OCTECT STRING
IpAddress
OBJECT IDENTIFIER
Opaque

SNMPv1

SNMPv2

○

○
○
○
○
○
○
○
○
○
○

○
○
○
○
○
○
○
표 2. SNMP SMI Data Type

SMIv1 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으로는 기본형
(Primitive type)에 INTEGER, OCTET STRING, NULL, OBJECT IDENTIFIER
등

네

가지가

있고,

구조형(Co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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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으로는

SEQUENCE,

SEQUENCE-OF 등 2 가지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추가
적으로 사용되는 응용형(Application-wide Type)으로는 Networkaddress,
Ipaddress, Counter, Gauge, Timeticks, Opaque 등 6 가지가 있다.
SMIv2 에는 Counter64, Unsigned32 등 추가적인 데이터 타입을 정
의하고 있다.

2.1.2

SNMP MIB
장비들이 제공하는 관리 정보에서 원하는 정보를 에이전트를 통

해서 가지고 오거나 값을 변경함으로써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
하는 것이 네트워크 관리이다. 이 때 장비가 제공하는 전체 정보를 정
의한 것이 MIB이다. 즉 SNMP SMI를 이용하여 어떤 것을 관리할 것인
가 하는 관리대상 정보를 정의한 것이 SNMP MIB이라고 할 수 있다.
MIB은 모든 장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표준으로 작성한
표준 MIB(standard MIB)이 있고, 각각의 장비 제조업체에서 개별 장비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정의한 사설 MIB(private MIB)이 있다. SNMPv1 의
표준 MIB으로는 RFC1213 에 정의된 MIBⅡ가 있고, SNMPv2 의 표준
MIB으로는 RFC1907 에 정의된 SNMPv2-MIB 등 다양한 표준이 있다.
이제 표준 MIB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2.1.2.1

MIB-Ⅱ

SMIv1 을 기반으로 가장 필수적인 관리요소만을 표준으로 정의한
MIB이 RFC1213 [17]에 나타난 MIBⅡ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10 개
의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는 상세한 관리 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mib-2

OBJECT
system
interfaces
at
ip

IDENTIFIER ::= { mgmt 1 }
OBJECT IDENTIFIER ::= { mib-2 1 }
OBJECT IDENTIFIER ::= { mib-2 2 }
OBJECT IDENTIFIER ::= { mib-2 3 }
OBJECT IDENTIFIER ::= { mib-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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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
tcp
udp
egp
transmission
snmp

OBJECT IDENTIFIER ::= { mib-2 5 }
OBJECT IDENTIFIER ::= { mib-2 6 }
OBJECT IDENTIFIER ::= { mib-2 7 }
OBJECT IDENTIFIER ::= { mib-2 8 }
OBJECT IDENTIFIER ::= { mib-2 10 }
OBJECT IDENTIFIER ::= { mib-2 11 }

‘system’그룹은 시스템의 일반 정보에 관한 것이고 ‘interface’그룹
은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것이다. ‘at’ 그룹은 주소변환
테이블을 나타내고, ‘transmission’그룹은 나머지 그룹들은 그 이름이 나
타내는 프로토콜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4 는 mib-2 노드가 가지는 그룹노드와 system, intercaces, at그룹
의 노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MIBⅡ 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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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SNMPv2-MIB

SNMPv2 에서는 새로운 관리대상을 표준으로 규정하였다. SMIv2
를 기반으로 하는 SNMPv2 의 MIB에서 RFC1907 [21]에 정의된 표준
MIB은 새로운 그룹 노드를 정의하고 있다. snmpV2 그룹이 { internet 2 }
에 추가 되었다. 그리고 mib-2 노드의 system, snmp 그룹의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되었다. 추가 변경된 SNMPv2-MIB의 노드 구조를
그림 5 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SNMPv2-MIB 노드 트리 구조

21

2.1.3

SNMP Protocol
프로토콜은 두 엔티티 간의 통신규약을 말한다. SMI의 규칙에 의

해 정의된 MIB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동작 방식이 SNMP
프로토콜이다. SNMPv1 에서의 프로토콜 동작은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SNMPv1 operations
그림 6 의 (a)와 (b)는 매니저가 에이전트에게 요청하여 값을 조회
하는 동작을 나타내고 (c)는 매니저가 에이전트에게 값을 보내어 에이
전트의 값을 변경하는 동작을 나타내다. (d)는 에이전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청이 없이 매니저로 통보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SNMPv2 에서는 bulk-transger의 동작을 정의하고 있다. SNMPv2 의
프로토콜 전체 동작은 그림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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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NMPv2 operations
SNMPv2 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네가지 동작에 새로 두가지가 추
가 되었다. 추가된 동작은 ‘GetBulk’와 ‘inform’이다. ‘GetBulk’는 한번에
여러 노드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inform’은 매니저간의 통
신을 위한 동작을 정의하고 있다.

2.2

XML… … … … … … … .
XML [6]은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33]에서 1998 년 웹상

에서 문서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제정한 메타 마크업 언어로서, 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 [8]을 간략하게 축소시킨 것이다.
XML은 문서의 구조 정보 및 임의의 레이아웃을 가지기 힘든 HTML [7]
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문서구조나 스타일을 모두 정의, 교환,
검색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지 않고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웹을 통한 정보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는 SGML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이루어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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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XML은 HTML처럼 HTTP로전달되는 아주 쉬운 전달의 장점
과 SGML 처럼 확장성을 갖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XML의 확장성은 광범위
한 문서와 데이터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XML
은 관리정보와 인터페이스의 표준으로서의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2.2.1

XML 문서 규격
그림 8 과 같은 팩스 문서를 XML문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ument pages="1">
<receiver>
<name>홍길동</name>
<address>포항컴퓨터</address>
<phone>054-123-4567 </phone>
<fax>054-123-4568 </fax>
</receiver>
<sender>
<name>윤정혁</name>
<address>포항공대</address>
<phone>054-279-2222 </phone>
<fax> 054-279-3333</fax>
</sender>
<date>2001.10.27</date>
<title>컴퓨터 수리 의뢰</title>
<contents> 1. 귀사의 ⋯ </contents>
</document>

첫줄에 XML문서임을 나타내는 ‘<?xml version="1.0" … ?>’를 표시
하고 다음 줄 부터는 실제 문서의 내용을 나타낸다. XML 문서는 기본
적으로 하나의 루트 엘리먼트로 전체 문서를 감싸고 있어야 하며 각각
의 엘리먼트는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엘리먼트는 반
드시 닫는 태그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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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팩스 문서 예
위에서 정의한 XML문서의 정보 모델을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30]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ELEMENT document (receiver, sender, date, title, contents)>
<!ATTLIST document pages CDATA #REQUIRED>
<!ELEMENT receiver (name, address, phone, fax)>
<!ELEMENT name (#PCDATA)>
<!ELEMENT address (#PCDATA)>
<!ELEMENT phone (#PCDATA)>
<!ELEMENT fax (#PCDATA)>
<!ELEMENT sender (name, address, phone, fax)>
<!ELEMENT date (#PCDATA)>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contents (#PCDATA)>

이와 같은 정보 모델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
하는 것이 XML 스키마(schema)이다. 표준 XML 스키마를 사용해서 같
25

은 정의를 다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d:schema
xmlns:xsd="http://www.w3.org/2000/10/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xsd:element name="document">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receiver" type="receiverType"/>
<xsd:element name="sender" type="receiverType"/>
<xsd:element name="date" type="xsd:date"/>
<xsd:element name="titl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contents" type="xsd:string"/>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pages" type="xsd:int" use="required"/>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complexType name="receiver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address"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phone" type="phoneType"/>
<xsd:element name="fax" type="phoneType"/>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complexType name="phoneType">
<xsd:simpleContent>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pattern value="0(\d{2} | \d{3} |c \d{4})-(\d{3} | ]d{4})-\d{4}"/>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schema>

2.2.2

XML DTD 와 XML 스키마
DTD는 XML 1.0 [6]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할 엘리먼트와 속성을 정의하고 각 엘리먼트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복잡한 모델링을 지원하지 못해서 새로운 모델링 방
법을 XML 스키마 (XML schema) 1 가 제안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ML-Data [36], 넷스케이프의 RDF [37], IBM의 DCD(Document Content
1

대문자를 사용한 “XML Schema”는 이 W3C 의 표준 스키마를 말하는 것이고 소

문자를 사용한 “XML schema”는 전체 XML 스키마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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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38]등 여러 가지 XML 스키마가 개발되고 제안되었다. W3C
에서는 이러한 XML 스키마 언어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표준 XML 스키
마로 “XML Schema” [31]를 제정하였다. XML Schema는 DTD로 하지 못
했던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DTD와 XML Schema의 차이점을 도시
하면 표 3 과 같다.
DTD
문법

EBNF

XML Schema
XML 1.0 표준과 같
음

내용모델

단순 순차, 리스
트 지원
8 가지 타입
(실제 string 만
지원)

그룹, 복잡한 모델
링 가능
44 가지 기본 타입
이 있으며 사용자
확장 가능

객체상속
이름공간

불가
전역
한 문서에 하나의
DTD

동적인
문서구조

불가

가능
전역, 지역
한 문서에 여러 개
의 XML Schema 가
능
가능

데이터
타입

XML Schema 장점
- 읽기 쉽고 DOM 을 지원한다.
- XML 문법과 같으므로 DOM,
XSLT, XML 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
구 사용 가능
- 복잡한 구조의 모델링 가능
-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대부분 지원.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추가
지정 가능함
- 객체 재사용 및 확장 가능
-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가지 이
름공간 지원
- 여러 문서구조를 하나의 XML
문서에 적용 가능함
런타임으로 스키마를 변경 가능
함

표 3. DTD 와 XML Schema 비교
XML Schema는 XML 1.0 표준에 정의된 DTD의 문서 모델링을 강
화하여 표 3 에서 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XML 문서 표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쉽고 XML 문서를 다루는 API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링 문서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객
체의 상속을 지원하고, 44 개 이상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다중 이름
공간(Namespace)을 지원하는 등 보다 복잡한 데이터의 모델링을 가능하
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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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XML 의 주요 장점
기존의 웹 문서 전달 양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HTML에 비하여

XML이 가지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XML은 HTML과는 달리 문서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분리한
다. 표현방식은 XSL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24]을 이용하여 정의
하고 이 스타일시트의 변경을 통해서 동일한 XML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XSL의 데이터 정렬과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만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형식의 XML
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둘째, 구조화된 문서정의를 지원한다. XML 문서에서 데이터 구조
를 정의하는 것은 DTD와 XML 스키마에 의해서 가능하다.
셋째, 확장된 링크 기능이 있다. XML의 표준 셋은 HTML의 링크
를 확장한 Xlink [34]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Xpointer [35]를 제공한다. 이것은 양방향 링크와 다중링크 등 확장된 문
서간 링크방법을 제공한다.
넷째, 문서 처리를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한다. XML은 SGML과는
달리 XML 문서 자체와 문서 모델을 정의한 DTD에 대한 표준 인터페
이스를 지원한다. DOM(Document Object Model) [25]은 W3C에서 XML 문
서와 HTML 문서에 대한 API를 제정한 것으로 DOM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XML 문서에 대한 접근, 추출, 저장이 가능하게 되며 문
서를 문서 전체가 아닌 객체들로 나누어 처리하게 된다. SAX (Simple
API for XML) [26]는 이벤트 기반의 처리를 지원하는데 XML 문서를 읽
으면서 문서의 시작과 끝, 엘리먼트의 시작과 끝에서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9 는 DOM을 이용한 XML 문서 처리의 모델을 나타내고 있
다. 정보를 XML로 모델링하고 이 기준에 따라 XML문서로 표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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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준 API로 제공되는 DOM API를 사용하여 문서의 특정 부분을 검
색하거나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문서에 관한 모든 작업
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DOM으로 표현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거
나 응용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에도 쉬운 방법을 제공하므로
프로그래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림 9. XML DOM 을 이용한 문서처리 모델

2.2.4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XML 의 장점
웹상의 문서 표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XML은 네트워크 관리를 위

한 정보전달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정보 모델링의 측면에서는 XML의 막강한 모델링 기능을 이용하
면 모든 정보를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특히 SNMP MIB의 트리구조
정보는 XML로 변환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일반 웹 문서의 전달과 같이 HTTP를 이용
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HTTP를 지원하는 인
터넷 장비와 컴퓨터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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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측면에서 XML은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 간에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이러한 장점은 미들웨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비용 측면에서 XML은 표준 API를 제공하고 이미 구현된 많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많은 데이터 전달에서 XML은 문서
크기의 제한이 없이 많은 양의 데이트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XML의 장점들은 기존의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
템이 가지는 확장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연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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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정의 및 해결 방법
이 장에서는 기존의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려는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방법을 살펴보고, SNMP 에이전
트를 관리하기 위한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3.1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점
SNMP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장성과 효율성이다. 확장성이란 얼

마나 많은 에이전트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 효율성이란 데이터의 전달과 처리 등 시스템의 동작에서 얼마나 빨
리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확장성과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관리 데이터의 증가에 있다. 과거에 관리할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간단한 SNMP의 특성이 큰 장점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는 커짐에 따라서 네트워크로 전달되어야 하고, 매니저와 에이
전트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관리 데이터의 전체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SNMP 기반으로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다.
관리 데이터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전체적인
관리 대상 시스템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개별 에이전트에서 조회할 관
리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MIB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크기가 증가하면서 MIB 테이블 (IP
routing table, TCP connection table, accounting table 등)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네트워크 계획을 위해서 미리 조
회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SNMP기반 관리 구조는 이처럼 무한정 증가하는 관리 데이터의
전달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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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인이 있다 [4].
첫째, 네트워크 오버헤드의 증가이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관
련된 트래픽은 실제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이 아니므로 사실상 관리 트
래픽 전체가 오버헤드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트래픽을 최
소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SNMP 메커니즘에서는 관리할 데이
터량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서 오버헤드도 계속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SNMP의 동작에서 get 방식은 한번의 동작에서 하나의 값만을 조
회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기능이 없기 때
문이다. Get-bulk 동작에서도 ‘max-repetition’ 을 지정하여 조회할 데이터
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못해서
재 시도의 문제를 가진다. 오버헤드 증가는 실제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
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지연시간의 증가이다. 데이터의 전달과 처리에 걸리는 지연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지연시간이 증가하면 매니저는 문
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SNMP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 폴링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이전
트의 수에 비례하여 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에이전트와 서버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데 시간
이 많이 걸린다.
셋째, 매니저의 처리용량의 제한이다. 처리용량은 하드웨어 자원
과 분산처리의 여부에 달려 있다. C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은
비용과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 제한으로 인해 무한정 늘어 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용량 증가로 매니저 처리 용량을 증가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또한 SNMP는 매니저 간의 통신이나 계층구조의 매니저 모델
을 이용한 분산처리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니저의
처리 부하를 분산하지 못하므로 매니저 처리부하를 줄이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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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매니저의 관리 범위의 한계이다. SNMP는 집중화된 관리 체
계로 인해서 하나의 매니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모든
에이전트가 보내는 데이터는 매니저가 있는 세그먼트의 한 점에 모이
게 되고 이는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때문에 오버헤드를 가능한 한 감소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통신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 네트워크의 장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의 문
제와 하드웨어의 제한으로 인해 링크 용량을 무한정 증가하거나 , 매니
저의 처리 용량을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NMP기반의 관리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는 SNMP의 출발이 간단하고 구현이 쉬운 작은 크기의 에이전트를 만
드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표준이 계속 사용되면서 네트워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SNMP의 초기 버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진행이 너무 느리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
적용해서 사용하기에는 표준화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러한 SNMP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2.2.4

절에서

언급한 XML의 장점을 네트워크 관리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2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문제점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란 관리정보를 XML로 정의하고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전달을 XML 문서의 형태로 주고 받으며, 데이터의 처리
를 위해서 XML 문서 처리 표준 방법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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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3.2.1

내장형 웹 서버를 이용한 방법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장치들은 내장된 웹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장 웹 서버를 장치관리에서 네트워크 관리로
확장해서 이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3]. 이 연구에서 XM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XML 기반의 네트워크관리는 웹
서버를 내장하고 있는 에이전트인 WBM agen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
치관리를 한다. 매니저와 에이전트의 통신 모델을 그림 10 [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GET /MgtConf//Manager HTTP/1.1

(a)

W
B
M

HTTP/1.1 200 OK
<Manager> < UserName> juht </UserName> … </Manager>
<Manager> < UserName> sehee </UserName> … </Manager>

POST //ManagerList HTTP/1.1

(b)

(c)

A
g
e
n
t

<Manager Operation=“Add”>
< UserName> really97 </UserName> … </Manager>

HTTP/1.1 200 OK
POST /MgmtConf/Alarm/FanStatus HTTP/1.1
<Alarm> < FanStatus> Fail </FanStatus> </Alarm>

HTTP/1.1 200 OK

그림 10.

W
B
M
M
a
n
a
g
e
r

XML기반 네트워크 관리 통신 모델

그림 10 의 (a)는 매니저가 에이전트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매니저의 HTTP GET 요청에 대하여 에이전트가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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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진다. (b)는 매니저가 에이전트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니저
는 에이전트에게 HTTP POST 메시지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면
에이전트는 이 값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동작을 한다. (c)는 에이전트
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에이전트가 매니저로 보고하는 방식
의 통신 방법을 말한다. 이는 각각 SNMP에서 get, set, trap의 동작방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통신모델은 관리정보의 전달 방
법으로 HTTP를 사용하여 XML로 된 문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인터넷상의 문서전송을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
으로써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지 않고도 쉽
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관리정보를 XML로 정의함으로써 앞 절에
서 살펴본 데이터 교환의 도구로써 XML이 가지는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XML 기반의 네트워크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SNMP기반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가지는 확장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이 되기도 한다.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SNMP 에이전트만이 장착된 장비를 관리
하는 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SNMP 에이전트는 인터넷 전반에 걸
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든 에이전트를 XML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인
WBM 에이전트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XML 기반 매니저
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SNMP 에이전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통합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3.2.2

XML 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관리
J.P. Martin-Flatin은 웹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구조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데이터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XML을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더불어, SNMP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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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SNMP MIB을 XML로 변환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Modellevel mapping과 Metamodel-level mapping을 정의하였다.
Model-level mapping은 DTD가 SNMP MIB에 특정하게 작성되는 방
법이다. SNMP 변수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XML DTD에서 Element와
Attribute를 작성한다. 이 모델의 작성예는 다음과 같다.
<interface>
<bandwidth type=”string”>100 Mbit/s</bandwidth>
</interface>
이 모델로 작성한 XML 문서의 장점은 사람이 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다는 것이다. 파서의 작성이 쉽고 “Validation”의 장점도 있
다. 이 모델의 단점은 MIB별로 DTD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DT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XML문서에서 계층적인
포함 구조가 MIB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변환 프로
그램의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Metamodel-level mapping은 일반화된 하나의 DTD를 정의하여 모든
MIB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모델에서는 MIB에 정의된 변수를 사용
하여 Element를 명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사용한다. Model-level
mapping에서 보인 간단한 예를 다시 Metamodel-level mapping으로 변환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lass name=”interface”>
<property name=”bandwidth” type=”string”>
<value>100 Mbit/s</value>
</property>
</class>
Martin-Flatin의 연구는 XML을 이용하여 IP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웹기반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로써, HTTP/XML기반 통신의 장점을 서
술하고, SNMP MIB의 XML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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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NMP MIB에서 MIBⅡ의 interface 그룹의 XML 변환에 관
한 예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어서 SMI의 전체 변환에 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2.3

XML 기반의 SNMP 데이터 수집
XML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수집모듈을 개발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쉽게 하고 웹기반의 네트워크관리 등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연구가 있었다 [5]. 이 연구에서는
SNMP기반 네트워크 관리에서 기종이 다양한 네트워크장비를 관리해야
할 때 각각의 사설 MIB을 분석하고 서버 구조를 따로 가져가는 개발의
부담을 줄이고자 SNMP의 다양한 형태의 사설 MIB을 XML로 변환시켜
주는 변환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XML DOM을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DOM을 수정하고 수정된 데이터는 XML 표준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
을 이용해서 저장 및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NMP MIB을 XML로 정의하기 위해 DTD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DTD를 사용하는 연구는 3.2.4 절에서의 연구들에서 처
럼 구체적인 변환 알고리즘을 기술하지 않고 있고, 변환 과정에서 일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SNMP의 트랩(trap) 동작에 관한 관리 방
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3.2.4

SNMP MIB 의 XML 변환 연구들
SNMP MIB을 XML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첫

째, J.P. Martin-Flatin이 제시한 SNMP MIB을 XML DTD로 매핑하는 예 [4]
가 있다. 여기서는 전체 MIB의 변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단순히 MIBⅡ의 system그룹과 interface그룹에 관한 변환 결과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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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둘째, Bell 연구소의 CORBA/SNMP 게이트웨이 개발 프
로젝트 [11]에서 연구한 SNMP MIB의 XML 표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지 않았고 단지 MIBⅡ의 전
체 노드에 대한 DTD 정의와 실제 값을 이용한 XML 문서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셋째,

Frank

Strauss의

MIB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libsmi’[12]가 있다. 이것은 MIB을 XML, JAVA, C, IDL 등 다른 언어로
변환하도록 하는 라이브러리이다. 이 연구에서 변환 방법은 DTD를 사
용한 변환 방법으로 전체 MIB정보를 유지하지 않고 노드이름과 OID만
을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제 표준 변환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마지
막으로 IBM 연구소에서 ASN.1 을 XML로 변환하는 연구도 있었다 [13].
이 연구에서는 ASN.1 을 XML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SNMP SMI에 정의된 매크로의 변환을 지원하지 않아서 SNMP MIB
을 변환하느데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변환방법도 DTD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MIB의 정보가 손실이 된다.
이전의 변환 연구들은 모두 구체적인 변환 알고리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변환 후에 MIB의 정보가 그대로 XML 표현에 유지되지
않고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보의 손실에서 가장 큰 부분은 노드의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으로 MIB에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단지 모든 값을 문자열로 나타내고 있어서 MIB
을 XML로 변환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3

문제 해결 방법
기존의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널리 사용은 되고 있

지만 관리할 데이터가 많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
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XML을 이용한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3.2.1 절에서의 연구
와 같은 방법을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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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매니저에 해당하는 시스템
을 “XML 기반 매니저”라고 정의한다. XML 기반 매니저는 확장성을 가
지고 있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
지만 기존에 널리 활용되는 SNMP 기반 에이전트를 수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XML 기반 매니저가 SNMP 에
이전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 SNMP-XML 간 메시지 전달을 중계하는 게이트웨이를 설계
하고 구현한다. XML 매니저는 HTTP 상에서 XML 문서로 데이터를 전
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SNMP 에이전트는 SNMP 상에서 SNMP 메시
지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게이트웨이는 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게이트웨이의 설계를 위해서 관리정보의 정의 방법에 대한 변환
인 규격변환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실제 관리 데이터의 전달 변환
인 상호동작변환 (Interaction Translation)이 필요하다.
규격변환을 위해서는 SNMP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관리정보 정의
인 SNMP MIB을 XML로 변환해야 한다. SNMP MIB을 XML로 변환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변환시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SNMP MIB을 XML로 손실없이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동
변환기를 구현한다. 정보 손실이 없는 변환을 위해 DTD를 사용하지 않
고 강력한 모델링을 지원하는 XML Schema를 사용하여 정의하도록 하
고 기존의 데이터 타입을 모두 지원하도록 고려한다.
상호동작변환을 위해서는 SNMP 메시지와 XML 문서간에 상호 데
이터 표현을 변경해주는 게이트웨이의 동작을 규정하고 HTTP와 SNMP
간의 매핑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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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환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SNMP MIB의 모든 정보를 손실이 없이 그대로 XML
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 본다.

4.1

문서 구조 정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정보 모델의 변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변환 후에도 변환전의 모델이 가지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변환 전·
후의 정보 모델의 구조를 동일하게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SNMP MIB의 관리대상 정의는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XML 문서도 트리 구조로 정의 될 수 있으므로 문서
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트리 구조로 변환을 하는 것이 정보를
쉽게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표 4 에는 문서 구조의 매핑 방법
을 정리하고 있다.
SNMP SMI

XML

노드(매크로 정의)
노드 명
노드내의 절

엘리먼트(Element)
엘리먼트 명
엘리먼트 내의 속성(Attribute)

표 4. 문서 구조 변환
SNMP MIB의 각 노드를 XML의 엘리먼트 (Element)로 변환하고
엘리먼트의 이름을 노드명으로 한다. MIB 노드의 내부 절 (Clause)들은
XML 엘리먼트의 내부에 속성 (Attribute)으로 변환한다.

4.1.1

모듈 명 변환
SNMP MIB 모듈은 ASN.1 의 규칙에 따라서 ‘DEFINITION’ 키워드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BEGIN’과 ‘END’ 사이에 관리정보를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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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duleName DEFINITIONS ::= BEGIN
… 관리정보 정의 …
END

XML문법에서는 문서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루트 엘리먼트를
가져야 하므로 모듈명을 XML로 변환할 때 최상위 엘리먼트(루트 엘리
먼트)로 변환을 하고, 각 모듈을 하나의 문서로 변환을 하면 정보의 손
실이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 DTD와 XML Schema의 표현을 나타내면 각
각 다음과 같다.
XML DTD
XML
스키마

<?xml version="1.0" encoding="utf-8"?>
<!ELEMENT moduleName (… 관리정보 정의 … )>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d:schema xmlns:xsd="http://www.w3.org/2000/10/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xsd:element name="moduleName">
<xsd:complexType>
<xsd:sequence>
(… 관리정보 정의 … )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version" type="xsd:string" use="required"/>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schema>

노드 변환

4.1.2

4.1.2.1

그룹 노드 변환
‘OBJECT IDENTIFIER’는 그룹 노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내부

절을 갖지 않고 자식 노드만을 가진다. 이 노드는 트리 구조에서 중간
의 노드에 해당하며 자식노드는 복수 개를 가질 수 있다. SNMP MIB에
서는 중간노드는 값을 가지지 않고 트리의 마지막 노드에 해당하는 노
드들만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그룹 노드는 값을 가지지 않는다.
RFC1213 [17]에 정의 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

mib-2

OBJECT IDENTIFIER ::= { mgmt 1 }

이것은 mgmt 노드가 mib=2 노드의 첫번째 자식 노드임을 나타낸
다. 이 표현을 XML DTD로 나타내려면 아래처럼 속성으로 ‘oid’만을 가
지는 엘리먼트로 변경한다. 그리고 하부의 노드들을 자신의 자식 엘리
먼트로 지정한다.
<!ELEMENT mgmt (mib-2)>
<!ATTLIST mgmt oid CDATA #FIXED "1.3.6.1.2">
<!ELEMENT mib-2 ( … 하부 엘리먼트 정의 … )>
<!ATTLIST mib-2 oid CDATA #FIXED "1.3.6.1.2.1">

위의 정의를 다시 XML Schema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sd:element name="mgmt">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ref="mib-2"/>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1.3.6.1.2"/>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mib-2">
<xsd:complexType>
<xsd:sequence>
(… 자식 엘리먼트 정의 … )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1.3.6.1.2.1"/>
</xsd:complexType>
</xsd:element>

이제까지 설명한 일반적인 변환 방법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해
당 노드의 이름을 엘리먼트 이름으로 변환을 하고 그 하부에 있는 노
드들을 하부 엘리먼트로 지정을 한다. 내부 절들은 각각 이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변환을 하고 그 값들은 고정값으로 지정을 한다. 모든 엘리먼
트는 oid 속성을 가지는데 이 값은 해당 MIB 노드의 OID를 절대경로로
표시한다.

4.1.2.2

단순 스칼라 노드(leaf node)

단순 스칼라 노드는 트리구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노드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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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노드를 가지지 않고 값을 가지는 노드를 말한다. 이런 노드의 예로
MIBⅡ의 sysDescr노드가 있다.
sysDescr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read-only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A textual description of the entity. … "
::= { system 1 }

sysDescr노드를 DTD로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ELEMENT sysDescr #PCDATA>
<!ATTLIST sysDescr oid CDATA #FIXED "1.3.6.1.2.1.1.1"
syntax CDATA #FIXED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CDATA #FIXED "read-only"
status CDATA #FIXED "mandatory"
description CDATA #FIXED "A textual description of the entity. … ">

MIBⅡ에 정의된 sysDescr노드는 값을 가지므로 엘리먼트에서 자
식 노드는 ‘#PCDATA’로 선언하고 내부절을 속성을 도입하여 값을 저장
한다. 모든 내부 절의 내용은 속성으로 정의하고 고정값으로 지정하였
다. XML Schema로 정의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xsd:element name="sysDescr">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255"/>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1.3.6.1.2.1.1.1"/>
<xsd:attribute name="acces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read-only"/>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mandatory"/>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A textual
description of the entity. … "/>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element>

XML Schema는 DTD와는 달리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 정의가
가능하다. SYNTAX 절에 해당하는 DisplayString (SIZE (0..255))는 문자열
(string)

형으로 최소길이 0 이고 최대길이 255 자를 나타낸다. 이것은

DTD에서는 나타낼 수 없지만 XML Schema에서는 <restriction> 엘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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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정의가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4.1.2.3

테이블 노드

테이블 노드의 구분은 SYNTAX 절에서 값으로 결정하는데, 이 값
이 ‘SEQUENCE OF’이면 이 노드는 엔트리를 가지는 테이블로 정의해야
한다. SNMP MIB에서 테이블 데이터는 스칼라 데이터의 엔트리로 구성
이 된다. 테이블 노드를 엘리먼트로 정의하고 이 내부에 엔트리 엘리먼
트가 포함되며 엔트리는 스칼라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엔트리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각 엔트리의 구별은 id속성을 새로 규정하고 이 값을
각 엔트리를 구별하는 값으로 정의를 한다. SNMP MIB의 인덱스 값을
id 속성에 부여한다. 다음은 SNMPv1 MIBⅡ 의 ifTable 노드 정의 이다.
ifTable OBJECT-TYPE
SYNTAX SEQUENCE OF IfEntry
ACCESS not-accessible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A list of interface entries. The number of
entries is given by the value of ifNumber."
::= { interfaces 2 }
ifEntry OBJECT-TYPE
SYNTAX IfEntry
ACCESS not-accessible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An interface entry containing objects at the
subnetwork layer and below for a particular
interface."
INDEX { ifIndex }
::= { ifTable 1 }

위의 테이블 노드 MIB 정의를 XML DT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LEMENT ifTable (ifEntry*)>
<!ATTLIST ifTable oid CDATA #FIXED "1.3.6.1.2.1.2.2">
<!ATTLIST ifTable syntax CDATA #FIXED "SEQUENCE OF IfEntry"
access CDATA #FIXED "not-accessible"
status CDATA #FIXED "mandatory"
description CDATA #FIXED "A list of interface entries. The number of entries
is given by the value of ifNumber.">
<!ELEMENT ifEntry (ifIndex, ifDescr, ifType, ifMtu, ifSpeed, ifPhysAddress, ifAdminStatus,
ifOperStatus, ifLastChange, ifInOctets, ifInUcastPkts, ifInNUcastPkts, ifInDiscards, ifIn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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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perStatus, ifLastChange, ifInOctets, ifInUcastPkts, ifInNUcastPkts, ifInDiscards, ifInErrors,
ifInUnknownProtos, ifOutOctets, ifOutUcastPkts, ifOutNUcastPkts, ifOutDiscards, ifOutErrors,
ifOutQLen, ifSpecific)>
<!ATTLIST ifEntry oid CDATA #FIXED "1.3.6.1.2.1.2.2.1"
syntax CDATA #FIXED "IfEntry"
access CDATA #FIXED "not-accessible"
status CDATA #FIXED "mandatory"
description CDATA #FIXED "An interface entry containing objects
at the subnetwork layer and below for a particular interface."
index CDATA #FIXED "ifIndex"
id CDATA #REQUIRED">

같은 노드를 XML Schema로 정의하면 테이블 노드와 엔트리 노드
는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하부 엘리먼트만 가지므로 데이터 타입을 정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sd:element name="ifTable">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ref="ifEntry"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1.3.6.1.2.1.2.2"/>
<xsd:attribute name="acces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not-accessible"/>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mandatory"/>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A list of interface
entries. The number of entries is given by the value of ifNumber."/>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ifEntry">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ref="ifIndex" minOccurs="0"/>
<xsd:element ref="ifDescr" minOccurs="0"/>
<xsd:element ref="ifType" minOccurs="0"/>
<xsd:element ref="ifMtu" minOccurs="0"/>
<xsd:element ref="ifSpeed" minOccurs="0"/>
<xsd:element ref="ifPhysAddress" minOccurs="0"/>
<xsd:element ref="ifAdminStatu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perStatus" minOccurs="0"/>
<xsd:element ref="ifLastChange"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Octe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UcastPk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NUcastPk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Discards"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Errors" minOccurs="0"/>
<xsd:element ref="ifInUnknownProtos"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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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element ref="ifOutOcte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utUcastPk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utNUcastPkt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utDiscard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utErrors" minOccurs="0"/>
<xsd:element ref="ifOutQLen" minOccurs="0"/>
<xsd:element ref="ifSpecific" minOccurs="0"/>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1.3.6.1.2.1.2.2.1"/>
<xsd:attribute name="syntax" type="xsd:string" use="fixed" value="IfEntry"/>
<xsd:attribute name="acces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not-accessible"/>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mandatory"/>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An interface
entry containing objects at the subnetwork layer and below for a particular
interface."/>
<xsd:attribute name="index" type="xsd:string" use="fixed" value="ifIndex"/>
<xsd:attribute name="id" type="xsd:string" use="required"/>
</xsd:complexType>
</xsd:element>

INDEX절 각 엔트리를 구분하는 구분자이다. 이 값은 XML로 정
의할 때는 id 속성에 실제 값을 가진다.
4.1.2.4

IMPORT 절과 EXPORT 절

ASN.1 의 모듈 설정 규칙에 따라 SNMP MIB에서도 IMPORT 절과
EXPORT 절이 사용된다. IMPORT 절은 다른 MIB에서 정의 된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지정하는 방법이다. IMPORT 절의 용도는 두 가지로써,
노드명과 테이터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MIB의 노드명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MIB을 먼저 읽어 들여서 IMPORT절에 지정된
노드를 먼저 정의해야 하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
는 MIB에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노드에서 지정한 데이터 타입 이름을 불러서 사
용하게 정의한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4.3

절의 데이터 타

입 정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XML의 이름공간(namespace) 규칙을 이용하여 미리 정의된 문
서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PORT절은 IMPORT 절을 사용하는 MIB의 조회되는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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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절이다. 이것은 중복된 정보이고, SNMPv2
SMI에서는 모든 노드와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묵시적으로 EXPORT 되
도록 정의되고 있으므로 XML로 변환 시에 EXPORT절은 고려하지 않
는다.

매크로 변환… … … … … … … …

4.2

SNMP MIB은 SMI에 정의 된 매크로를 이용하여 정의 되므로 이
매크로를 XML로 변환하는 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SNMP의 SMI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변환을 설명한다.

SMIv1 매크로

4.2.1

먼저 SMIv1 에 정의된 두가지 매크로인 OBJECT-TYPE 매크로와
TRAP-TYPE 매크로에 대한 변환을 설명하다.
4.2.1.1

OBJECT-TYPE

OBJECT-TYPE 매크로는 SMIv1 에 정의된 매크로이며 MIB의 테이
블 노드나 데이터 노드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매크로 이다. 이 매크로의
변환 방법을 통해 MIB의 노드를 XML의 엘리먼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OBJECT-TYPE 매크로를 이용한 MIB 노드 표현의 일반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nodeName OBJECT-TYPE
SYNTAX “syntaxType”
ACCESS “accessType”
STATUS “status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
REFERENCE “referenceType”
INDEX “indexList”
DEFVAL “defaultValue”
::= { parentNodeName node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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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반적은 MIB 노드 정의를 XML DT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ELEMENT parentNodeName nodeName >
<!ELEMENT nodeName (#PCDATA | elemant names)>
<!ATTLIST nodeName syntax CDATA #FIXED "syntaxType"
access CDATA #FIXED "accessType"
status CDATA #FIXED "statusType"
description CDATA #FIXED "descriptionOnNode"
reference CDATA #FIXED "referenceType"
index CDATA #FIXED "indexList"
defval CDATA #FIXED "defaultValue"
oid CDATA #FIXED "oidValue">

매크로의 이름은 해당 노드의 엘리먼트로 정의한다. 노드의 특성
을 나타내는 내부의 절들은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값을 가지므로 속성
으로 나타내고 고정
의한다．

값을 나타내는 “#FIXED”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

“#FIXED” 정의를 하면 문서를 주고받는 상대방간에 서로

DTD를 통해서 속성의 값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므로 XML 문서
에서 속성을 직접 기술해 주지 않아도 되어 문서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달에서 효율적이다. oid속성은 해당 노드의 oid를 절대
경로로 나타낸다. DTD를
하지

사용한 정의방식은 데이터 타입을 지원

못한다．
XML Schema로

정의하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를 모

두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YNTAX 절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각 노드가 가지는 값이 성질과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XML Schema로
이 있다. 위의

정의하면 보다 정확한 문서
MIB 노드 표현의 일반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xsd:element name="nodeName">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sequence>
( 하부 노드 정의 부분)
</xsd: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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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할 수 있는 장점
XML Schema를

사용하여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idValue"/>
<xsd:attribute name="acces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accessType"/>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statusType"/>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scriptionText "/>
<xsd:attribute name="referenc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referenceType"/>
<xsd:attribute name="index"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indexList"/>
<xsd:attribute name="defval"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faultValue"/>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element>

노드명에 해당하는 ‘nodeName’을 XML에서는 엘리먼트 이름으로
하는 엘리먼트로 변경하고, ‘ACCESS’, ‘STATUS’ 등의 내부 절들은 속성
으로 정의한다. 단, ‘SYNTAX’절은 해당 노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XML로 변환 시에 속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절의
내용인

‘syntaxType’에

따라서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xsd:restriction base="xsd:string">’로 지정하거나 해당 엘리먼트의 ‘type’
속성에 나타낸다. 그리고, ‘oid’라는 새로운 속성을 정의하고 이것의 값
은 해당 노드의 OID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값은 나중에 SNMP메시
지와 XML문서간의 데이터 변환에서 키로 사용된다. 변환 후에 새로 만
들어진 속성인 “oid”는 해당 노드의 OID 경로를 명시하는 것으로
RFC1213 에 나타난 MIBⅡ의 경우 system 노드의 oid 값은 “1.3.6.1.2.1.1”
이다.
결과적으로 매크로 노드는 하나의 엘리먼트 노드로 변경이 되고
매크로 노드의 내부 절들은 속성으로 변경이 된다. 속성의 값은 모두
use="fixed"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속성의 값이 변경되지 않고 고정
된 값을 의미한다. XML Schema에서 고정 값으로 지정을 하면 실제 데
이터를 주고 받는 XML 문서에서는 속성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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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TRAP-TYPE

RFC1215 에는 아래와 같이 SNMP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를 매니저로 보고하기 위한 트랩(trap)을 정의한 매크로를 규정하고 있
다.
TRAP-TYPE MACRO ::= BEGIN
TYPE NOTATION ::= "ENTERPRISE" value
(enterprise OBJECT IDENTIFIER)
VarPart
DescrPart
ReferPart
VALUE NOTATION ::= value (VALUE INTEGER)
VarPart ::= "VARIABLES" "{" VarTypes "}" | empty
VarTypes ::= VarType | VarTypes "," VarType
VarType ::= value (vartype ObjectName)
DescrPart ::= "DESCRIPTION" value (description DisplayString) | empty
ReferPart ::= "REFERENCE" value (reference DisplayString) | empty
END

위의 매크로를 사용한 관리정보 정의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odeName TRAP-TYPE
ENTERPRISE “enterpriseName”
VARIABLES “variable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
REFERENCE “referenceType”
::= trapNumber

위의 노드 정의를 XML 문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표현 할 수
있다.
<nodeName trapnumber=”trapNumber” enterprise=”enterpriseName“
description=“descriptionText ” reference=“referenceType”>
variableType
</nodeName>

위의 MIB정의를 XML Schema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sd:element name="nodeName">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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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attribute name="trapnumber" type="xsd:int" use="fixed" value="trapNumber"/>
<xsd:attribute name="enterpris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enterpriseName"/>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descriptionText "/>
<xsd:attribute name="referenc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referenceType"/>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element>

SMIv2 매크로

4.2.2

SNMPv2 SMI에는 이전의 매크로를 확장 정의한 OBJECT-TYPE 매
크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크로가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변환 방법
을 설명한다.

4.2.2.1

MODULE-IDENTITY 매크로

이 매크로는 모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2.1.1.2

매크로 정

의에 따라 이 매크로를 사용한 노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odeName MODULE-IDENTITY
LAST-UPDATED “last-updated”
ORGANIZATION “organization”
CONTACT-INFO “contact-info”
DESCRIPTION “description”
REVISION “revision”
DESCRIPTION “revision_description”
::= { parentNodeName nodeNumber }

이 노드는 그룹 노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모듈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룹노드로서의 기능은 앞서의 OBJECT IDENTIFIER와 같이 oid만
을 속성으로 가지는 엘리먼트로 변환을 한다. 그리고 내부 절들이 가지
는 정보는 실제 데이터 처리와는 무관한 정보이므로 XML Schema에서
문서에 대한 설명 정보를 저장하는 <annotation> 엘리먼트 부분에 저장
을 한다. 이러한 정의를 DT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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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parentNodeName (nodeName)>
<!ATTLIST parentNodeName oid CDATA #FIXED "parent_oid">
<!ELEMENT nodeName ( … 자식 엘리먼트 정의 … )>
<!ATTLIST nodeName oid CDATA #FIXED "parent_oid. nodeNumber">

‘parent_oid’는 parentNodeName의 OID를 절대경로로 구한 값을 나
타내며, ‘parent_oid. NodeNumber’는 자신의 노드의 OID 값을 나타낸다.
정의를 다시 XML Schema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sd:element name=" parentNodeName">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ref="nodeName"/>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parent_oid"/>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nodeName ">
<xsd:complexType>
<xsd:sequence>
(… 하부 엘리먼트 정의 … )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parent_oid.
nodeNumber "/>
</xsd:complexType>
</xsd:element>

4.2.2.2

OBJECT-TYPE 매크로

2.1.1.2 절에 정의된 SMIv2 의 OBJECT-TYPE 매크로를 이용해서
관리대상을 정의하는 일반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odeName OBJECT-TYPE
SYNTAX “syntaxType”
UNITS “unitsType”
MAX-ACCESS “accessType”
STATUS “status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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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Type”
INDEX “indexList”
DEFVAL “defaultValue”
::= { parentNodeName nodeNumber }

SMIv1 의 OBJECT-TYPE 매크로표현과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노드 표현을 DT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 ‘MAX-ACCESS’절의 내
용은 속성으로 변환 시에 속성의 이름을 SMIv1 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
여 ’access’로 정의한다.
<!ELEMENT parentNodeName nodeName >
<!ELEMENT nodeName (#PCDATA | elemant names)>
<!ATTLIST nodeName syntax CDATA #FIXED "syntaxType"
units CDATA #FIXED "unitsType"
access CDATA #FIXED "accessType"
status CDATA #FIXED "statusType"
description CDATA #FIXED "descriptionOnNode"
reference CDATA #FIXED "referenceType"
index CDATA #FIXED "indexList"
defval CDATA #FIXED "defaultValue"
oid CDATA #FIXED "oidValue">

추가된 속성을 고려하여 SMIv1 의 변환 방법과 동일하게 XML
Schema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sd:element name="nodeName">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sequence>
( 하부 노드 정의 부분)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idValue"/>
<xsd:attribute name="unit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unitsType"/>
<xsd:attribute name="acces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accessType"/>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statusType"/>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scriptionText "/>
<xsd:attribute name="referenc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referenceType"/>
<xsd:attribute name="index"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indexList"/>
<xsd:attribute name="defval"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faultValue"/>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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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NOTIFICATION-TYPE 매크로

2.1.1.2 절에 나타난 NOTIFICATION-TYPE 매크로의 정의를 이용해
서 일반적인 노드형태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nodeName NOTIFICATION-TYPE
OBJECTS “objectsType”
STATUS “status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
REFERENCE “referenceType”
::= { parentNodeName nodeNumber }

이 노드는 값을 가지지 않고 단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하
는 OID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의 정의를 XML Schema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sd:element name="nodeName">
<xsd:complexTyp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idValue"/>
<xsd:attribute name="object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bjectsType"/>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statusType"/>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scriptionText "/>
<xsd:attribute name="referenc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referenceType"/>
</xsd:complexType>
</xsd:element>

노드명을 엘리먼트명으로 사용하고 노드내부의 각 절은 엘리먼트
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oid’속성을 추가하여 노드를 구분하는
키로 저장하여 둔다.

4.2.2.4

OBJECT-IDENTITY 매크로

OBJECT-IDENTITY 매크로는 그룹노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
며 노드 정의 일반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nodeName OBJECT-IDENTITY
STATUS “status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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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erenceText”
::= { parentNodeName nodeNumber }

위의 일반적인 노드 표현을 XML DTD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LEMENT parentNodeName nodeName>
<!ATTLIST parentNodeName oid CDATA #FIXED "oidString">
<!ELEMENT nodeName ( … 하부 엘리먼트 정의 … )>
<!ATTLIST nodeName oid CDATA #FIXED "oidString">
<!ATTLIST nodeName status CDATA #FIXED "statusType">
<!ATTLIST nodeName descriptin CDATA #FIXED "descriptionText ">
<!ATTLIST nodeName reference CDATA #FIXED " referenceText ">

노드명을 엘리먼트명으로 하는 엘리먼트를 정의하고 내부의 절들
은 이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정의한 속성은 값은 MIB에서 정
의한 값을 그대로 문자열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고정값으로 정의하였
다. ‘oid’속성의 값은 각 노드의 OID 경로를 나타낸다.
위의 정의를 다시 XML Schema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sd:element name="parentNodeName">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ref="nodeName"/>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idString"/>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nodeName">
<xsd:complexType>
<xsd:sequence>
(… 자식 엘리먼트 정의 … )
</xsd:sequence>
<xsd:attribute name="oid" type="xsd:string" use="fixed"
value="oidString"/>
<xsd:attribute name="status" type="xsd:string" use="fixed"
value="statusText"/>
<xsd: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descriptionText "/>
<xsd:attribute name="reference" type="xsd:string" use="fixed"
value=" referenceText "/>
</xsd:complexType>
</xsd: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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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TEXTUAL-CONVENTION 매크로

TEXTUAL-CONVENTION 매크로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을 선언하
는 일반형은 다음과 같다.
NewTypeName ::= TEXTUAL-CONVENTION
DISPLAY-HINT “display-hintText”
STATUS statusType
DESCRIPTION “descriptionText”
REFERENCE referenceText
SYNTAX syntaxType

‘NewTypeName’은 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말하며 대문자로 시작
한다. ‘display-hintText’는 표현 방식을 나타니고, ‘statusType’은 현재 사용
되는가 여부를 나타낸다. ‘syntaxType’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나타낸
다. ‘descriptionText’는 이 데이터 타입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referenceText’는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른 문서에서도 정의가 되는 경우
에 그 위치를 나타낸다
‘NewTypeName’을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이름으로

지정하고

‘syntaxType’에 의거하여 XML Schema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xsd:simpleType name=" NewTypeName">
<xsd:restriction base="xsd: syntaxType">
(데이터 타입 제한사항 기술)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RFC2579 [19]에 표준으로 정의된 확장형 데이터 타입은 아래의 표
5과 같이 각각 XML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여 정의한다.
SNMPv2-TC
DisplayString ::= TEXTUAL-CONVENTION
DISPLAY-HINT "255a"
STATUS
current
SYNTAX
OCTET STRING (SIZE
(0..255))

XML Schema
<xsd:simpleType name="DisplayString">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255"/>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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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Address ::= TEXTUAL-CONVENTION
DISPLAY-HINT "1x:"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media- or physicallevel addresses."
SYNTAX OCTET STRING
MacAddress ::= TEXTUAL-CONVENTION
DISPLAY-HINT "1x:"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an 802 MAC … ”
SYNTAX OCTET STRING (SIZE (6))
TruthValue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a boolean value."
SYNTAX INTEGER { true(1), false(2) }
TestAndIncr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integer-valued information
used for atomic operations… ”
SYNTAX INTEGER (0..2147483647)
AutonomousType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
SYNTAX OBJECT IDENTIFIER
VariablePointer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A pointer to a … ."
SYNTAX OBJECT IDENTIFIER
RowPointer ::= TEXTUAL-CONVENTION
STATUS
current
DESCRIPTION
"Represents … ."
SYNTAX OBJECT IDENTIFIER

<xsd:simpleType name=" PhysAddress">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255"/>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MacAddress">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6"/>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TruthValue">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enumeration value="1"/>
<xsd:enumeration value="2"/>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TestAndIncr">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minInclusive value="0"/>
<xsd:maxInclusive value="2147483647"/>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AutonomousType">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VariablePointer">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RowPointer">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표 5. RFC2579 의 Textual Convention 변환
XML문서에서는 이 정의를 이름공간(namespace)을 지정함으로써
모든 XML 문서에서 이 정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4.2.2.6

SNMPv2-CONF 의 매크로들

OBJECT-GROUP 매크로와 NOTIFICATION-GROUP 매크로는 각각
관리대상 노드와 통지 노드를 관련있는 노드끼리 묶어주는 그룹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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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이 정보는 XML로 변환시에 각 그룹을 하나의 데이터 타
입으로 변경하여 정의하여 둔다.
MODULE-COMPLIANCE 매크로는 모듈의 최소한의 구현 요소를
정의하는 매크로로서 MIB 모듈 구성에서 필요사항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AGENT-CAPABILITIES 매크로는 에이전트의 능력을 정의하는 매
크로로서 SNMP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MIB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다. 이 두 매크로는 관리대상 노드의 정의와 무관한 노드로서 XML변환
시에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4.3

데이터 타입 정의
SNMP MIB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XML로 정의 하기 위

해서 DTD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3C 표준으로 제정된 XML
Schema를 이용하였다. XML Schema를 이용하여 변환을 하면 정수형, 문
자열형, 특수한 정의형 등 모든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에서 생성된 XML 문서의 검증(Validation)을 강력하
게 지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기종의 시스템간에 관리 데이터를 주
고 받을 때도 자동으로 XML 파서에서 데이터의 검증이 이루어 지므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프로그래밍은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타입 변환은 SMI에 정의 된 기본 데이터 타입은 XML
Schema의 기본형으로 변환하고 SMI의 응용 (Application)형과 MIB에 정
의된 데이터 타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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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SMIv1 데이터 타입 변환
SMIv1 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을 XML Schema로 변환 정의하

면 아래의 표 6와 같다.
XML Schema 기본 정의

SMI
INTEGER

OCTET STRING

OBJECT IDENTIFIER

NULL
SEQUENCE

SEQUENCE OF

NetworkAddress
::= CHOICE {
internet IpAddress }

IpAddress
::=
OCTET STRING (SIZE (4)

Counter
::=
INTEGER (0..4294967295)
Gauge
::=
INTEGER (0..4294967295)

<xsd:simpleType name="Int">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OctectString">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ObjectId">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null
<xsd:complexType>
<xsd:all>
<xsd:element name=”… ”/>
…
</xsd:all>
</xsd:simpleType>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 ”/>
…
</xsd:sequence>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NetworkAddress">
<xsd:restriction base=" IpAddress">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IpAddress">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pattern value="(([1-9]?[0-9]|1[0-9][0-9]|2[04][0-9]|25[0-5])\.){3}([1-9]?[0-9]|1[0-9][0-9]|2[04][0-9]|25[0-5])"/>
</xsd:rest 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Counter">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Gauge">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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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icks
::=
INTEGER (0..4294967295)

<xsd:simpleType name=" TimeTicks">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Opaque">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Opaque
::=
OCTET STRING

표 6.

SMIv1 데이터 타입의 XML Schema 정의

‘SEQUENCE’ 타입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값들의 배열을 말
하는 것으로 자식 엘리먼트는 각각 나오거나 안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자식 엘리먼트가 두번 이상 나오지는 않는다. ‘SEQUENCE OF’ 타
입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배열을 말한다. 이 타입에서는 같은 이름의
자식 엘리먼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IpAddress’ 타입에서 IP Address
범위는 ‘[0-255].[0-255].[0-255].[0-255]’로 정의하였다. 그 외의 타입들은
기본형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한 것이다.

4.3.2

SMIv2 데이터 타입 변환
SMIv2 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을 XML Schema로 변환 정의하

면 아래의 표 7와 같다.
XML Schema 기본 정의

SMI
Counter32
::=
INTEGER (0..4294967295)
Counter64
::=INTEGER
(0..18446744073709551615)
Gauge32
::=
INTEGER (0..4294967295)
Unsigned32
::=
INTEGER (0..4294967295)

표 7.

<xsd:simpleType name=" Counter32">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Counter64">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Long">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Gauge32">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Unsigned32">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SMIv2 데이터 타입의 XML Schema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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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입들은 XML Schema 에서 정의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과 일
치하는 것이다.

4.3.3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변환
SNMP

MIB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경우는

‘DisplayString ::= OCTET STRING’과 같이 문자열 대치를 이용해서 정의
한다. 이런 경우 DTD로는 정보를 저장해서 XML파서가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XML Schema를 사용하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 사례를
표 8에 보이고 있다.
MIB 정의
Enumerated INTEGERs
(예):
SYNTAX
INTEGER {
up(1),
down(2),
testing(3) }
DisplayString
(SIZE (0..255))

PhysAddress

Integer32 (100..200)

XML Schema 정의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enumeration value=" 1"/>
<xsd:enumeration value=" 2"/>
<xsd:enumeration value=" 3"/>
</xsd:restrict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simpleType name=" DisplayString_0_255">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255"/>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 PhysAddress">
<xsd:restriction base="xsd:string">
<xsd:minLength value="0"/>
<xsd:maxLength value="17"/>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또는,
<xsd:simpleType name=" PhysAddress">
<xsd:list itemtype=”xsd:binary”>
<xsd:length value="6"/>
</xsd:list>
</xsd:simpleType>
<xsd:simpleType name="Int32_100_200">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minInclusive value="100"/>
<xsd:maxInclusive value=" 200"/>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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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정해진 정수
중에서 하나
의 값을 가진
다.

문자열
지정

길이

(예)
Hex:
00 00 21 DE
16 01

정수의
지정형

범위

Integer32 (-100..10 | 100..200)

<xsd:simpleType name=" union_example">
<xsd:simpleType>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minInclusive value="-100"/>
<xsd:maxInclusive value=" 10"/>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xsd:restriction base="xsd:unsignedInt">
<xsd:minInclusive value="100"/>
<xsd:maxInclusive value="200"/>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impleType>

여러 가지 타
입을 통합한
복합형 정의

표 8.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의 XML Schema 정의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에서는 열거형, 문자열 길이 지정형,
데이터의 범위 지정형 등 다양한 응용 타입의 정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변환은 XML Schema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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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환기 구현
이 장에서는 4 장에서 제시한 SNMP MIB의 XML Schema로의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변환기의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5.1

설계… … … … … …
변환기는 4 장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자동 변환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여 SNMP MIB을 입력으로 받아서 XML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기능
을 가진다. 변환기의 입력은 SNMP MIB 정의가 된 파일이고, 입력은 로
컬 파일이거나 URL을 입력하여 네트워크로부터 MIB을 입력할 수 있도
록 한다.
변환기의 출력은 관리정보를 정의한 XML Schema 파일과 이 관리
정보의 구조를 가지는 XML DOM 트리이다. 스키마 파일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전달되는 XML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며 문서의 검증을 위
해 사용된다. XML DOM은 템플릿 문서를 생성하거나 관리 데이터의 처
리를 위해 사용된다.
작성된 DOM은 런타임에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MIB
을 사용하여 하나의 DOM으로 작성하는 MIB 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표준 MIB과 사설MIB을 동시에 사용하는 SNMP 에이전트를
가지는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MIB 모듈을 하나의 DOM으
로 통합해서 작성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SNMP 에
이전트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에 DOM을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도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 변환기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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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NMP MIB to XML 변환기 구조

변환기는 MIB 파일을 읽어 들여 일련의 토큰으로 나누고 구문을
분석하는 구문 분석 모듈, 하나의 노드 정보를 하나의 자바 클래스로
매핑하여 저장하는 노드 테이블 생성 모듈, 저장된 노드 테이블에서 정
보를 읽어서 XML Schema를 출력하는 XML Schema 생성 모듈, 노드 테
이블에서 정보를 읽어서 XML DOM 트리를 생성하는 DOM 생성기로
이루어져 있다.
구문 분석 모듈(SMI syntax analyzer)은 SNMP MIB을 입력으로 받아
서 주석을 삭제하고 일련의 토큰으로 나눈다. 토큰을 분석하여 ASN.1
의 부분집합인 SMI의 구문에 맞는지를 검사한다. 구문에 맞지 않는
MIB 정의가 있을 경우 에러를 발생하고 해당 라인을 알려준다.
노드 테이블 생성 모듈(node table generator)에서는 구문 분석된 토
큰에서 각각의 노드를 자바클래스로 매핑하고 노드 클래스를 테이블로
저장한다. 저장된 테이블에서 노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존재하지

64

않는 노드를 부모노드로 가지는 노드가 있을 경우 에러를 발생하고 해
당 노드를 알려준다. 새로운 사용자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 경우 이를
데이터 타입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것은 XML Schema 출력시에 데이터
타입 선언에 사용된다.
XML Schema 출력 모듈(XML Schema generator)은 노드 테이블에 저
장된 관리 정보를 이용해서 W3C 표준의 XML Schema로 변환된 관리정
보 정의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생성된 파일은 XML 문서를 검
증하는데 사용되며 관리대상을 정의한 정보를 가지는 기능을 한다.
DOM 생성 모듈(DOM generator)은 노드테이블에 저장된 관리 정보
를 이용해서 SNMP MIB의 트리구조와 같은 구조의 DOM 트리를 생성
한다. 생성된 DOM 트리는 SNMP 에이전트에 폴링할 때에 기준으로 사
용이 되며, XML 문서의 파싱과 생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때 표준
화된 DOM API를 사용하게 된다.
SNMP MIB에서 IMPORT절을 사용하여 다른 MIB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 MIB을 먼저 파싱하여 본래의 MIB에서 사용하는
노드나 데이터 타입을 먼저 노드 테이블과 데이터 타입 테이블에 저장
하여 둔다.

5.2

구현… … … … … .… …
변환기를 구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다. JDK1.3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DOM 생성을 위해서 Apache에서 제공하는 자바
패키지인

Xerces [28]를 이용하였다.

SNMP MIB에서 하나의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자바 클래스는 다음
과 같이 정의 하였다.
public class MibNode {
String parent = null; // 부모노드명
int myid; //자기 노드의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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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oid=null; // 자기 노드의 OID 경로
String name=null; // 노드명
String syntax=null; // syntax절의 내용
String access=null; //access절의 내용
String status=null; // status절의 내용
String description=null; // description절의 내용
String reference=null; // reference절의 내용
String index=null; // index절의 내용
String defval=null; //defval절의 내용
String units=null; // units절의 내용
String entry_name=null; // 엔트리 이름
String entry=null; // 엔트리로 정의 된 내용
String objects=null; // objects절의 내용
String notifications=null; // notification절의 내용
String type=null; // 노드의 타입
//OBJECT-TYPE, OBJECT-GROUP 등
int p[] = new int[20]; //OID를 ‘.’으로 분리하여 정수화
public void clear() {
//모든 변수의 내용 삭제
}
}

SNMP MIB에서 ‘Textual Convention’으로 지정한 데이터 타입은 엔
티티로 정의하여 둔다. 이떄 각 엔티티를 위해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는
테이블은 이차원 배열로 하고 첫째 열에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두번
째 열에는 그 내용을 각각 저장한다. XML DTD 로 정의를 할때는 각각
의 행을 하나의 엔티티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XML Schema로 정
의할 때는 각각의 행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하고 루트노드 아
래에 위치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한 타입은 다른 실제 데이터를 가지는
노드에서 불러서 사용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XML Schema로 구현하
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후자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IMPORT절에 의해 다른 MIB을 조회하는 경우는 조회되는 모든
MIB을 먼저 파싱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함수 호출이 재귀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되 한번 파싱한 MIB이 다시 나타날 경우 이를 무시하도
록 하여서 무한루프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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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NMP 게이트웨이
이 장에서는 5 장에서 구현한 ‘SNMP MIB to XML 변환기’를 이용
하여 SNMP 메시지를 XML 문서로 변환하여 HTTP로 전달하는 게이트
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6.1

개요…

… … … … … …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매니저를 이용해서 기존에 널
리 사용되는 SNMP 에이전트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SNMP 메시지를 XML로 표현해 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수적이다.

그림 12.

SNMP-XML 게이트웨이 적용

이는 데이터 처리를 XML 기반으로 하는 매니저가 SNMP 에이전
트를 장착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SNM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
청하고, 수집된 데이터(SNMP 메시지)를 XML 문서로 변환하여 표현하
는 기능을 하는 중간 변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SNMP-XML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성
한 구조를 그림 12 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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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설계… … … … … ..… … … …

.

게이트웨이의 설계과정은 게이트웨이의 동작을 정의하고 게이트
웨이의 기능을 위한 구조와 각각의 모듈에 대한 설계를 포함한다.

기능 및 동작 정의

6.2.1

게이트웨이의 변환동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와 에이전트
양방향의 규격변환과 상호동작변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게이트웨
이 자체의 기능에 대한 동작도 정의한다.

6.2.1.1

DOM 생성/변경

SNMP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에서 사용하는 관리정보를 게이트웨이가 알고 있어야 한다. SNMP 에이
전트에서 사용하는 MIB을 게이트웨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5
장에서 구현한 변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의 매니저에
서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경우나 에이전트의 관리정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가 변경된 관리정보를 알 수 있도록
DOM을 새로운 MIB에 맞게 변경해 주어야 한다.
게이트웨이가 동작 중에 DOM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은 5 장에
서 구현한 변환기를 이용하여 할 수있다. 매니져에서 HTTP로 MIB을
변경하라는 메시지를 URL로 나타내어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새로운 MIB으로 DOM을 변경할때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사용한다.
http://(gateway_address)/MIB?mib=mib_name&source=mib_source&type=new
http://(gateway_address)/MIB? 의 요청을 사용하고 mib, source, type의
세가지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DOM을 변경하는데 지시자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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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_name은 변경할 MIB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나 URL 경로를 나
타낸다. mib_source은 변경할 MIB인 mib_name이 URL이면 1 을, 로컬 파
일이면 2 이다. type=new는 고정값으로 DOM을 새로운 MIB의 정보로 대
체하려면 표시를 한다. type=new를 나타내지 않으면 기존의 MIB에 새로
운 MIB을 더한 구조의 DOM을 생성도록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MIB에서 특정 노드 이하를 확장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6.2.1.2

상호동작변환

상호동작변환이란 실제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표현과 전달 방법을
변환하는 것이다. SNMP 프로토콜에서 동작은 get, set, trap의 세가지 유
형으로 나뉘어 진다. get 동작은 SNMP 매니저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
를 가져오는 동작으로 이때는 에이전트의 컴퓨터 주소, 커뮤니티명,
OID를 필요로 한다. set 동작은 SNMP 매니저가 에이전트에게 데이터를
보내어 특정 OID의 값을 변경하는 동작으로 이때는 컴퓨터 주소, 커뮤
니티명, OID, 보낼 값이 필요하다. trap은 에이전트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매니저로 보고하는 동작으로 이때는 컴퓨터
주소, OID, 값이 전달되며 매니저는 수신만 하게 된다. 각각의 SNMP 동
작을 HTTP 동작으로 매핑한 방법을 표 9에 나타내고 있다.
SNMP 동작
Get
Set

Trap

HTTP 동작

비고

http://(gateway_address)/SNMP?host=agent_name
&community=community_name&operation=g et
&xpath=node_name
http://(gateway_address)/SNMP?host=agent_name
&community=community_name&operation=set
&xpath=node_name&value=value_string

HTTP GET

http://(manager_address)/ NOTIFICATION/SNMP?h

HTTP POST

HTTP GET/
HTTP POST

ost=host_name

표 9.

SNMP-HTTP 간 동작 변환

매니저에서 HTTP로 요청할 때 HTTP 메시지는 hos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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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xpath, value의 5 가지 파라미터로 구성 된다. ‘host’인자는
SNMP 에이전트의 주소를 나타내고 ‘operation’인자는 동작이 get이지 set
인지를 구분하고, ‘community’인자는 SNMP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커뮤
니티명을 전달한다. ‘xpath’인자는 요청하는 SNMP 메시지의 OID에 해당
하는 노드명을 XML에서 사용하는 Xpath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value’
인자는 SNMP set 명령의 경우에 agent에 전달할 값을 저장한다. Set 명령
의 경우에는 HTTP POST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첨부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6.2.2

게이트웨이 구조..
게이트웨이는 그림 13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성 모

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게이트웨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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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handler : HTTP 연결을 통해 XML 기반 매니저와 통신을 하
기 위한 모듈로서 HTTP 요청을 받아서 이를 파서로 전달하거나,
생성된 XML 문서를 XML 매니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request parser : XML 매니저에서 HTTP GET 혹은 HTTP POST 메
시지로 전달되는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요청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도록 다음 모듈로 명령을 전달한다.

??

XML DOM : MIB 파일을 입력으로 MIB2XML 변환기가 생성한
DOM 트리의 데이터 구조이다.

??

XML generator : DOM의 데이터를 기초로 XML 문서를 생성해서
HTTP handler로 전달한다.

??

MIB to XML translator : SNMP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MIB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XML Schema로 변환하고 DOM 트리를 생성한
다.

??

SNMP poller : SNMP 에이전트에 SNMP 요청 메시지를 보내어 데
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해당 OID에 상응하는 DOM
트리에 데이터를 수정한다.

??

Trap receiver : SNMP trap 메시지를 받아서 이에 해당하는 DOM
트리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XML 로 변환된 Notification 메시지를
XML 기반 매니저로 전달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Scheduler : SNMP poller의 폴링 기간을 설정하는 스케쥴링 기능을
한다.

??

XSL generator : DOM의 데이터를 기초로 XML 문서에 적용할 스
타일 시트인 XSL 파일을 생성한다. 이 스타일은 게이트웨이를
MIB 브라우저로 활용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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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이전트간 통신 모델

6.2.3

게이트웨이가 SNMP 에이전트와 XML 매니저 사이에서 데이터를
중계하는 동작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6.2.3.1

요청/응답 모델

요청/응답(Request/Response) 모델을 일반적인 관리의 방법으로 매
니저에서 에이전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청메시지를 보내면, 에
이전트는 이에 상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매니저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동작 과정은 아래의 순서와 같다.
① 매니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는 HTTP handler를 통해 수신되어
서 request parser로 전달되고, request parser에서 요청의 내용을 분
석한다.
② 분석된 요청 결과는 DOM에서 해당 노드를 조회해서 OID 를 구
하고 SNMP poller는 매니저의 요청이 get이면 SNMP 에이전트로
부터 get 방식으로 해당 OID의 값을 읽어 온다.
③ 반환 값은 해당 OID에 상응하는 DOM의 노드에 저장하고, DOM
수정이 완료되면 XML generator에서 XML 문서를 작성한다.
④ 작성된 XML 문서는 HTTP handler를 통해서 요청한 매니저로 보
내어짐으로써, HTTP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6.2.3.2

통지 모델

통지(Notification) 모델은 에이전트가 미리 정해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자발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의 전달을 말한
다. 이 방식의 동작 과정은 아래와 같다.

72

① SNMP 에이전트에서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이는 trap 메시
지로 게이트웨이의 Trap receiver로 전달된다.
② Trap receiver는 수신된 trap 메시지를 분석하여 호스트, OID, 값,
발생시간 등의 정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DOM 트리를 갱
신한다.
③ XML generator를 구동하여 이벤트 통지에 해당하는 XML 문서
를 작성하고 이를 HTTP handler를 통해서 매니저로 전달한다.
이때는 전달 방식에서 HTTP POST방식을 사용한다.

6.3

구현… … … … … …

..

게이트웨이 구현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JDK1.3 을
기반으로 하였다. SNMP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관리정보인 MIB을 XML
Schema로 변환하는 규격변환을 위해서는 5 장에서 구현한 변환기가 사
용되었다. SNMP 에이전트와 통신하기 위한 SNMP Poller 모듈과 Trap
receiver 모듈은 자바 기반인 openNMS의 joeSNMP 패키지 [39]를 사용하
여 구현하였고 SNMPv1,

SNMPv2c를 지원한다. SNMP 에이전트와 통신

하는 이 두 모듈은 수신된 데이터를 XML DOM에 저장하는 기능을 포
함하도록 구성하였고 DOM을 접근하기 위한 함수들은 Apache에서 제공
하는 자바 패키지인 Xerces [28]를 이용하였다.
XML 기반 매니저와 통신하기 위한 HTTP handler 모듈은 JDK1.3
에 제공되는 함수를 이용하여 자바로 구현하였고 HTTP 요청을 분석하
는 request parser 모듈과 XML generator 모듈은 DOM을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Xerces를 이용하였다.
게이트웨이의 동작 중에 다른 MIB을 사용하는 SNMP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해 DOM을 변경하여야 하는 기능은 request parser 모듈에 내
장된 함수로 이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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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동작 화면… … … … .… ..
게이트웨이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져에서 직접 게

이트웨이로 요청을 보내고 SNMP 에이전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XML
로 변환된 결과를 본다. 그림 14 에서는 하나의 노드를, 그림 15 에서
는

‘internet’ 이하의 노드를 모두 요청하여 SNMP 에이전트의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준다.

그림 14. 게이트웨이 동작화면 1

그림 15. 게이트웨이 동작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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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는 MIB-Ⅱ의 ‘sysDescr ’노드를 조회한 화면이다. 그림 15
는 MIB-Ⅱ의 모든 노드를 조회한 화면이다.
게이트웨이의 XML 생성기가 XSL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
고 그림 15 와 같은 결과 파일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면 사용자가 보
기 편리한 화면으로 다양하게 출력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16 은
그림 17의 스타일 시트를 적용한 화면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 게이트웨이 동작화면 3

그림 17. 자동 생성된 XS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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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타일 시트 파일
로서 이 파일 생성 부분에서 스타일 시트의 형식을 바꾸어 주면 필요
에 따라 보기 편리한 다양한 표현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를 SNMP 에이전트의 값을 조회하는 MIB
브라우저로 이용할 수있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소프트웨
어가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SNMP 에이전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SNMP 에이전트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생성되는 trap을
매니저로 전달하는 Notification 동작을 그림 18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 Notification 전달 동작
SNMP 에이전트에서 발생한 trap 신호는 미리 설정된 주소에 의해
게이트웨이로 보고가 되고 게이트웨이는 이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XML 문서로 변경해서 XML 기반 매니저로 전달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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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기존의
SNMP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SNMP MIB을 XML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변환기를 구현하며, 이를 이
용하여 SNMP-XML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XML 기반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기존의 SNMP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SNMP 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쉽게 관리하기 위한 방
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구현이 쉽고 호환이 뛰어난 장점으로 대부분
의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NMP는 확장
성과 효율성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날로 증가하는 거대한 네트워
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SNMP 기반 네트워크 관
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여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많은 관
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XML을 네
트워크 관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방안은 웹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이
용하며 데이터의 전달이나 처리 및 저장 등의 방법으로 XML을 사용한
다. 관리정보를 XML로 전달 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터 전달의 신뢰
성과 전달 지연의 감소 등에서 SNMP에 비해 효율적이고, HTTP를 이용
한 전송으로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기종의 시스템 간에도 쉬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확장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SNMP 에이전트가 장착된 장치를 그대로 두고 관리하지
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는 대부분이 SNMP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장치는 SNMP 에이전
트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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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의 장점을 이용하면서도 기존의 SNMP 에이전
트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XML 기반 매니저에서 SNMP 에이전트를 변경 없이 통합 관리하
기 위해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매니저와 에이전트의 사이에서
번역을

해주는

게이트웨이를

구현하였다.

규격변환

(Specification

Translation)을 위해서는 SNMP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관리정보 정의인
SNMP MIB을 XML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SNMP MIB의 XML 변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동변환기를

구현하였다.

상호동작변환

(Interaction Translation)을 위해서는 HTTP 상의 XML 문서와 SNMP 상의
메시지를 변환해주는 매핑방법을 규정하고 구현하였다.
뛰어난 호환성과 사용하기 쉬운 XML의 특성 때문에 XML을 이
용한 데이터의 통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송에서 이기종의 시스템간에 정보전
달을 위해 XML을 미들웨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NMP

MIB을 XML

로 변환하는 표준적인 변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향후 과제로는 변환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변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게이트웨이의 분산처리
를 통해 하나의 XML 기반 매니저에서 여러 개의 SNMP-XML 게이트웨
이를 관장함으로써 거대한 기업 네트워크에 분포된 많은 SNMP 에이전
트를 하나의 매니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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