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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etworked PC desktops and servers have become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manage. Therefore, the need for managing information, computing resources
and networked systems has never been greater.

Without solutions that are reliable,

sophisticated, interoperable and easy to use, managing them becomes almost impossible.
Management is critical for the next generation of computing to emerge.

Recently,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enable management for networked PCs.
Some work is in progress to enable management for networked PCs using DMTF DMI.
DMI is complementary to existing network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SNMP, which
already have have been widely used for managing networking devices. DMI maps to
SNMP-based consoles to access the desktop in a uniform manner. Both can work together
as an integrated, cohesive solution to deliver information to the LAN administrator, and
also to help individual users provide accurate diagnostic information to remote technicians.
DMI was designed as an industry standard for PC management by DMTF which is an
industry-wide consortium committed to making PCs easier to use, understand, configure
and manage.

In this thesis, we presen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MI-based PC server
management system which can manage NT-based systems easily. Our prototype
implementation has been carried out using Microsoft Windows and database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us. We also pres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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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 설명을 한다.

1.1 연구 배경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직내의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중앙에
메인 프레임급 컴퓨터를 두고 여기에 터미널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
가 대부분이었다 . 그러나 , 개인용 컴퓨터 즉, PC 의 등장과 함께 컴퓨터 네트워
크는 하나의 메인 프레임급 서버위주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Local Area Networks (LAN)들이 상호 연결되어 사용되는 분산 네트워크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분산 네트워크로의 경향은 업무에 사
용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이전의 메인 프레임급에서 PC 서버 (server), 데스크탑
(desktop) 또는 휴대용 (portable)급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분산 네트워크상에서는 수 많은 종류의 컴퓨터와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 제공업자들이나 제 3 의 관리 소프
트웨어 제공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관리 도구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제작, 판매하는 장비들에 한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이들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여러 개의 관리 도구를 실행시켜
야만 비로서 다양한 장비들이 존재하는 분산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
한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네트워크 관리 표준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서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Wil93, Wil96]를 제안, 현재 널리 사용중이다.

SNMP 의 관리 대상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급 시스템 (host
system), 라우터 (router), 허브 (hub), 게이트웨이 (gateway) 그리고 다양한 네트
워크 장치(network infrastructure device)들로서 분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C 서버나 데스크탑 또는 휴대용 PC 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Desktop Management Task Force (DMTF)에서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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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terface (DMI)를 제안, 현재 Ver2.0 까지 발표중이다 [Dmt96a,
Dmt96b].

현재 대부분의 기업 네트워크들은 서버급 PC 를 기반으로 해 여러 개의
PC 클라이언트 (client)들이 하나의 도메인 (domain)을 형성하고 이들이 상호 연
결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 서버급 PC
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질 것이다.

1.2 연구 목적 및 글의 구성
하나의 메인 프레임급 컴퓨터 위주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
의 서버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는 분산 네트워
크가 활성화되고, 이들 서버의 임무를 PC 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PC 서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버급 PC 에 대한 관리를 위
해 관리 객체를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디자인을 제시, 실제
구현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MTF 에서 제안된 DMI ver2.0 을 사용해 서버급 PC
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대부분의 사용자 환경인 MS-windows 를
기반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DMI 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SNMP 와 시스템 관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일반적
인 시스템 관리의 요구 사항과 본 시스템에서 구현될 요구 사항에 대해 언급
을 한다. 4장에서는 구현될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4 장
에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실제 구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6 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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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표준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시스템 관리에 대한 개념과 연구들 , 그리고
DMI 에 대해서 살펴본다.

2.1 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ment)
이 절에서는 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ment)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2.1.1 정의

시스템 관리라는 용어는 망 관리 (network management)와 널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라는 용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시스템이란 하드웨어 (servers,
desktops,

and

portables)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operating

systems

and

applications)들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반면, 망 관리라는 용어는 일반
적으로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하부구조 (physical infrastructure)
들을 그 관리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물리적인 하부 구조란 허브 (hubs),
스위치 (switch), 라우터 (router) 그리고 게이트웨이 (gateways)들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실제로 힘들고 현재 대부분의 관리 도구들은
시스템 관리와 망 관리를 통합하여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시스템 관리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관리 프로그램 (management application)과 관리 대상 시스템 (managed systems)이
그것이다. 먼저, 관리 프로그램은 관리 콘솔 (management console)이라고도 불리
어지는데 이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의 요청 (request)을 받아들여 관리 대상 시
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기능

이외에

관리

대상

시스템으로부터의

응답

(response)을 받아 이를 시스템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console 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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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관리 대상 시스템은 3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management agent, component instrumentation 그리고 managed component
로 이루어진다. Management agent 는 console 과의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 모듈로
서 console 로부터의 request 를 component 에게로 전달하는 기능 및 component
instrumentation 으로부터의 response 와 event 를 console 에게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아래에 component instrumentation 은 console 로부터의 request 에 대
한 실제 작업을 담당하는 실행 모듈로서 아래의 managed component 에 대해 값
을 가져오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Managed component 는 용어 그대로
관리되는 component 를 가리킨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관리 구조

2.1.2 시스템 관리 표준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 관리 도구들은 그 시스템을 제공한 제공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며 이들은 단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
어 만일 여러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산재해 있는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종류 수 만큼의 관리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 도구들을 시스템 제공업자들이 개발,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자는 하
나의 관리 도구만을 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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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 개의 시스템 관리 표준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 IETF 에서 제
정한 SNMP [Wil93, Wil96]와 DMTF 에서 제정한 DMI [Dmt96a, Dmt96b]가 그것
이다. 먼저 SNMP 는 1988 년에 IETF 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시스템과 망 관리
에 대한 표준이다. 1988 년에 Ver 1.0 이 발표되고 1993 년에 Ver 2.0 이 발표되어
현재도 계속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관리 구조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SNMP 기본 관리 구조

SNMP 가 호스트 (host) 시스템과 망 하부구조 (허브, 스위치, 라우터 그리
고 게이트웨이)들에 대한 관리 표준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반면, 서버급 PC 나
데스크탑 또는 휴대용 PC 들에 대한 관리 표준은 부재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비표준 관리도구들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MTF 에서 1996 년 1 월에 DMI Ver 1.1 를 제정, 발표하였으며 곧이어 1996 년
3 월에 Ver 2.0 을 발표하였다 . 이의 기본 관리 구조는 아래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DMI 기본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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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와 DMI 는 둘 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Console 에서
요구를 발생시켜 managed device 로부터 관리 정보를 가져오고, managed device
로부터의 event 신호를 console 에게 전달해주는 구조이다. 이를 그림으로 알아
보면 그림 4 와 같으며, 여기에서 managed device 는 hardware instrumentation,
software agent 그리고 management database (MIFs or MIBs)로 이루어진다 .

그림 4. SNMP 와 DMI 관리 구조
한편, SNMP 는 대부분 호스트 시스템, 라우터 , 허브 그리고 게이트웨이 등
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사용되고 DMI 는 서버, 데스크탑 그리고 휴대용 PC 들
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 SNMP 와 DMI 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관리 객체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하고자 하는 네트워
크상에서 상호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SNMP 와 DMI 의 관리대상 객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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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sktop Management Interface (DMI)
이 절에서는 DMTF 에서 제안된 DMI 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2.2.1 배경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PC (개인용 컴퓨터)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PC 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 (install), 해지 (uninstall), 그리고 사용환경
변경 시에

이들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나 관리자들은 PC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MTF 에서는 DMI 를 제안한다.

DMTF 는 PC 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
해 여러 산업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 (consortium)이다. 이들의 목적은 앞
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들에 대한 요
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리 대상에 대한 구조 정의와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있다.

1996 년 1 월에 DMI Ver 1.1 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개발 도구 (SDK)를 제공하였다. 곧이어 , 1996 년 3 월에 DMI
Ver 2.0 을 발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시스템은 DMI Ver 2.0 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므로 DMI Ver 2.0 에 대한 구조 및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
다.

2.2.2 기본 구조

DMI 는 4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Dmt96b].

? 관리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 (format)으로서 Management Information
Format (MIF)이 정의, 사용된다. 이는 SNMP 에서의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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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ase (MIB)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 Console 로부터의 각종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관리 대상들에 대해 직접적
인 관리를 담당하는 Service Provider 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
구조에서 agent 의 기능을 담당한다.

? 두 가지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정의, 사용된다.
- Service Provider 와 console 과의 인터페이스로서 Management Interface
(MI)
- Service Provider 와 관리 대상 (Component)과의 인터페이스로서
Component Interface (CI)
? 원격 통신 (Remote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
하다. 이는 DMI Ver 2.0 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서 Remote Procedure
Call (RPC)을 사용한다 .

위의 4 갸지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각 부분들간의 흐름도를 그림 6 에
서 보여주고 있다.

MI Interface
Client

Local Block
Interface
Application

Indication
Server

MI Interface
Client

RPC Support

Data Block Mgmt
Interface (Ver 1.X)

RPC Support
RPC to/from
remote system

RPC Support
Management Interface Server

Indication Client

SP
DB
(MIF)

DMI Service Provider

Data Block Component
Interface (Ver 1.X)

Block CI
Component
(HW/SW)

Indication
Server

Procedural Component Interface (Ver 2.0)

Procedural CI
Hardware
Component

Procedural CI
Software
Component

그림 6. 기능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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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CI
Firmware
Component

위의 그림 6 을 보면 모든 관리 대상인 component 들과 service provider 그
리고 MIF database 들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 같이 존재한다. 즉, service provider
는 하나의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component 들에 대해서 관리를 대행한다. 반면, management application 은 service
provider 와 RPC 를 통해 데이타를 주고 받음으로써 service provider 가 존재하는
시스템이나 다른

remote 시스템이나

상관없이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management application 은 local 또는 remote 에 상관이 없이 service provider 를 통
해 망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2.2.2.1 Management Information Format (MIF)
하나의 관리 대상 시스템은 많은 component 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
나의 component 안에는 여러 개의 group 들을 가지며 , 이들 group 은 여러 개의
attribute 들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그림 7 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
에서, group 은 table 로서의 기능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attribute 들로
구성되어지는 key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row 나 column 을 찾을 수 있어야 한
다.

System
Component A

Component B

Component C

Group 3

Group 2

Group 2

Attribute 1
Attribute 2
Attribute 3

Attribute 1
Attribute 2
Attribute 3
Attribute 4
Attribute 5
Attribute 6
Attribute 7
Attribute 8
Attribute 9

Attribute 1
Attribute 2

Group 3
Attribute 1
Attribute 2

Component D
Group 2
Attribute 1
Attribute 2
Attribute 3
Attribute 4
Attribute 5
Attribute 6

Group 4
Group 2
Attribute 1
Attribute 2
Attribute 3

Group 3
Attribute 1

Attribute 1
Attribute 2

Group 3

Group 5

Attribute 1
Attribute 2
Attribute 3
Attribute 4

Attribute 1
Attribute 2

그림 7. MIF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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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Service Provider
Service provider (SP)는 management application (MA)과 component 에서 제공되
는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 (CI-code)사이에서 이들로부터의 request 및
event 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CI-code 란 component 제공업자들이
제공하는 실행 코드로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인 component 를 직접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디바이스 처리 함수들이다. SP 가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MA 와 CI-code 들의 등록 (install) 또는 등록 해지 (uninstall) 기능
? MIF data 들에 대한 실시간 처리 기능
? MA 와 CI-code 들로부터의 동시다발적인 request 및 event 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CI-code 로부터의 event 에 대한 filtering 기능
? 등록된 MA 들 중에서 event 를 받고자 하는 MA 에게만 event 를 전달하
는 기능
? MA 를 하나의 component 로서 간주할 수 있어야 하며 ID 를 1 로 설정
?다국어 지원을 위한 unicode 지원 기능

그림 8 은 SP 의 기능별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Requests

Indications

MIF Access

Management Interface
Synchronization and Flow Control
Component Interface

Requests

MIF Set
MIF Install

Events

Command Processing

Event Processing

그림 8. SERVICE PROVIDE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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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 Processing

MIF
Database

2.2.2.3 Management Interface (MI)
Management Interface (MI)는 SP 와 MA 간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들로서 SP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과 MA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SP 가 제공해
야 하는 부분은 주로 MA 로부터의 작업 요청 (request/response)에 대한 함수들
로 구성이 되고, MA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component 로부터 event 가 발생
했거나 SP 내부에서 MA 에게 알려야 할 indication 이 발생했을 시에 이를 알리
기 위한 함수들로 구성이 된다. 이를 그림 9 에서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Management Application
MA Provider API
DmiDeliverEvent
DmiComponentAdded
DmiComponentDeleted
DmiLanguageAdded
DmiLanguageDeleted
DmiGroupAdded
DmiGroupDeleted
DmiSubscriptionNotice

Request

Initialization

Discovery

Operation

Database

DmiRegister
DmiUnregister
DmiGetVersion
DmiGetConfig
DmiSetConfig

DmiListComponents
DmiListComponentsByClass
DmiListLanguages
DmiListClassNames
DmiListGroups
DmiListAttributes

DmiAddRow
DmiDeleteRow
DmiGetAttribute
DmiSetAttribute
DmiGetMultipke
DmiSetMultiple

DmiAddComponent
DmiAddLanguage
DmiAddGroup
DmiDeleteComponent
DmiDeleteLanguage
DmiDeleteGroup

Event/
Indication

Service Provider

그림 9. MANAGEMENT INTERFACE
2.2.2.4 Component Interface (CI)
Component Interface (CI)는 SP 와 component 간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들로
서 SP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과 component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SP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주로 component 로부터 event 가 발생했을 시에 이
를 SP 에게 알리기 위한 함수들과 CI-code 를 SP 에게 등록 또는 등록 해지를
하기 위한 함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component 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SP 가
MA 로부터 작업 요청 (request)를 받은 뒤 작업 처리를 위해 component 로부터
데이타를 획득 또는 설정하기 위한 함수들로 구성이 되다. 이를 그림 10 에서
간단히 나타내었다.

11

Service Provider
Service Provider Functions for
Components
DmiRegisterCi
DmiUnregisterCi
DmiOriginateEvent

Request

Component Provider Functions
CiGetAttribute,CiSetAttribute
CiGetNextAttribute,CiReserveAttribute
CiReleaseAttribute,CiAddRow
CiDeleteRow

Request/
Event

Component

그림 10. COMPONENT INTERFACE
2.2.2.5 Remote Interface
DMI 는 MA 에서 local node 에 대한 시스템 관리뿐 아니라 remote node 에
대한 시스템 관리 기능도 제공해야 하므로 remote interface 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DMI 에서는 MI 를 정의할 때 RPC (Remote Procedure Call)를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RPC 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DC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RPC, ONC (Open Network Computing) RPC, 그
리고 TI (Texas Instruments) RPC 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되
는 IDL 파일만 다를 뿐 구현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한편, CI 는 SP 와 component 가 동일한 시스템에 존재하므로 RPC 를 사용
할 필요가 없으며 MI 에서만 RPC 를 사용하여 구현이 된다. 참고로 , DMI Ver
1.X 에서는 local node 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 기능만 제공이 되므로 MI 도 RPC
를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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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관리에서의 요구 사항
이 장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이들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된 본 시스템에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
다.

3.1 시스템 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정의 및 분
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OSI)에서는 시스템 관리
를 다섯 가지 기능 영역 (System Management Functional Area: SMFA)으로 구분하
고 있다 [표 1 참고].

내

SMFA
Fault management
(장애 관리)

용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운용 상태에 대한 감지 (detection),
격리 (isolation), 그리고 정정 (correction)을 위한 정보 수집
(alarm collection) 및 분석 (analysis), 시험 (testing), 장애 위
치 찾기 (locating) 기능 등을 수행

Accounting management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과금 관리)

사용료 등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 객체에 대한 비용산출
(tariffing function) 및 과금관리 (billing function)기능을 수행

Configuration management
(구성 관리)

를 수집, 분석 및 통제하는 기능

Performance management
(성능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 객체들의 성능을 감
시, 평가 및 조절하는 기능

Security management
(보안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 객체들의 상태 정보

시스템 및 관리 객체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 관리하
는 기능

표 1. 시스템 관리 기능 영역 (SMFA)

SMFA 들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 기능 (System Management Functions:
SMF)이 정의되는데 , SMF 들은 다섯 가지 관리 기능 영역들내 기능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SMFA 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각각의 S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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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개 이상의 SMFA 의 요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사건-보고-관리 기능
(event-report-management function)은 모든 SMFA 에 적용되어진다 . 다른 측면에서
각각의 SMFA 는 또한 몇 개의 SMF 를 필요로 하게 된다. 각각의 SMF 표준들
은 SMF 에 대해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SMF 와

CMIS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Wil93]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들 사이의
연결 (mapping)을 제공한다 . 이들의 관계는 그림 11 에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
듯이 각 SMF 는 한 개 이상의 SMFA 를 위한 정보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접근
의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SMF 들은 서로 복잡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많은 동
작에 있어 객체-관리 기능 (object-management function)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SMF 는 CMIS 서비스들의 접근을 얻기 위해 객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 [Wil93, Cct92b]

Specific management functional areas
Fault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Object
management
Event-report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State
management
Log
control

Accounting
meter

Performance
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Security-alarm
reporting
Workload
monitoring

Alarm
reporting
Securityaudit trail

Test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Access
control

Summarization

Systems management functions

Event report

Get

Create

Set

Delete

Action

Cancel-Get

CMISE services

그림 11.

OSI 에서의 시스템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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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공 관리 기능
앞 절에서의 OSI 관리 기능 영역을 기본으로 구현해야 하는 시스템에서의
관리 기능 영역을 정의하고자 한다.

DMI Spec 에서 정의된 MI 와 CI 만을 따르면 관리 기능 영역은 3 가지 영
역으로만 제한된다. 보안 기능과 과금 기능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능 관리, 장애 관리, 구성 관리만이 제공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MI 함수를 추가 제공한다. 이들의 관계는
그림 12 에 나타난다 .

Fault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Object
management

State
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Alarm
reporting

Event-report
management

Log
control

Access
control

Workload
monitoring

System Management Functions

Initialization
functions
MA provider
functions

Operation
functions

List
functions
Security
functions

Database Admin
functions
Event-log Admin
functions

Management Interface

그림 12. 제공될 시스템 관리 기능
그림 12 에서 보면 4 개의 관리 기능 영역이 제공이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8 개의 관리 기능으로 세분화된다. 이 분류는 앞 절에서의 OSI 시스템
관리 구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려낸 결과이다. 다음으로 시스템 관리 기능들
을 제공하기 위한 MI 함수들로 구성된다. 제공되는 시스템 관리 기능과 MI 함
수들에 대해서 표 2 와 표 3 에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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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기능

내

용

관리 객체의 생성, 삭제, 조사, 그리고 속성값의 변경 등

Object management
(객체 관리)

을 관리하는 기능
관리 객체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State management
(상태 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
(관계 관리)

다른 부분에 의존하는 시스템내 한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
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그들 객체사이의 관계를 감시, 조
사, 설정하는 기능

Alarm reporting

관리 객체의 이상 발생시 이에 대한 감지 및 경보 신호

(경보 리포팅)

발생 기능

Event-report management
(사건보고 관리)

관리 객체에서의 경보 및 시스템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
지 사건들에 대항 관리 기능
경보 및 사건들에 대한 로그 데이타 수집, 저장 기능

Log control
(로그 제어)

관리 정보 (management information)와 관리 동작

Access control
(접근 제어)

(management operation)에 대한 접근권한 제어기능
관리 객체내의 속성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들의 성능을

Workload monitoring
(부하 감시)

감시하는 기능

표 2. 시스템 관리 기능 (SMF)

MI 기능

내

용

관리 객체에 대한 등록, 등록 해지 등의 초기화 기능

Initialization functions

관리 객체내의 속성 값들에 대한 수집, 설정 기능

Operation functions

관리대상 시스템 또는 객체들에 대한 리스트 제공 기능

List functions
Database Admin functions

관리대상 시스템내의 데이타베이스 관리 기능
관리 시스템이 관리 대상 시스템에게 제공하는 기능들로

MA provider functions

서 주로 event 나 indication 을 통지하는 기능
관리대상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능

Security functions
Event-log Admin functions

발생한 event 나 indication 에 대한 로그 데이타 저장 및 이
를 관리 시스템에게 제공하는 기능

표 3. Management Interfac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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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이 장에서는 구현될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제공하
기 위한 기본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4.1 필요 기능
구현될 시스템은 크게 Service Provider (SP)와 Management Application (MA)
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4.1 1 Service Provider (SP) 기능

SP 는 기본적으로 DMI Spec 에 명시된 MI for MA 의 기능과 CI for
components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DMI Spec 에서 명시되
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필요한 Security 기능, Ping 기능, 그리고 Event Log 데이
타 처리 기능 등이 필요하다.

4.1.1.1 MI (Management Interface) for MA (Management Application) 기능

MI 는 DMI Ver 2.0 에 정의된 interface 들로서 , 자세한 내용은 2 장의 설명과
DMI Spec [Dmt96b]에서 언급이 되므로 여기서는 큰 분류로만 필요한 기능을
설명한다.

? Initialize Functions: MA 에서 SP 로부터 각종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SP 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과 관련된 함수와 등록을 취
소하는 함수 및 SP 가 가지는 각종 정보 (version, 지원 언어 등)들을 가져
오는 기능이 필요하다.

? Listing Functions: MA 에서는 현재 SP 에서 어떤 component 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component 내부에는 어떤 group 과 attribute 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SP 에 현재 등록이 된 component 들의
list 및 group, attribute 들의 list 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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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Functions: 현재 attribute 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기능과
값을 설정하는 기능 등, SNMP 에서의 Get/Set 에 해당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 그리고, attribute 들이 table 을 이루는 경우 table 내에 한 줄을 추가, 삭
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 Database Administration Function: SP 에 새로운 component 나 group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때, SP 는 등록된 component 및
component 내부의 group 과 attribute 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database 안에
서 관리를 한다.

4.1.1.2 CI(Component Interface) for Components 기능

CI 는 DMI Ver 2.0 에 정의된 interface 들로서 , 자세한 내용은 2 장의 설명과
DMI Spec [Dmt96b]에서 언급이 되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다.

? Initialize Function: CI-code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가 SP 에게 등록
또는 등록 해지를 하는 함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SP 는 현재 CI-code
가 제공되는 component 를 알 수 있다.

? Event Function: Component 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이를 SP 에
게 알리기 위해 event 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필요하다.

4.1.1.3 보안 (Security) 기능

DMI Spec 상에서는 MA 가 SP 로부터 attribute 에 대한 값을 가져오거나 설
정할 때 SP 에게 등록된 MA 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누구나
SP 에게 접근할 수만 있으면 등록을 한 뒤 SP 가 제공하는 모든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MA 가 처음에 SP
에게 등록을 할 때 일종의 보안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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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Ping 기능

MA 에서 임의의 특정 시스템에 SP 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
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MA 에서 자동으로 SP 가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모두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4.1.1.5 Event 및 Event 로그 (log) 데이타 처리 기능

SP 는 component 로부터 event 가 발생했을 시에 이를 감지, MA 에게로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생한 event 는 SP 내
부의 database 에 log 데이타로 저장이 되어 추후 MA 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
를 전달해주는 기능도 필요하다.

4.1.2 MA (Management Application) 기능

MA 는 SP 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attribute 데이타들을 운영자에게 보여주는
Console 기능과 SP 로부터 올라오는 event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시스템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요청된 event 로그 데이타들도 보여줄 수 있는 Event 처
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4.1.2.1 Console 기능

이는 SP 에 등록이 된 component 들과 component 내부의 group, attribute 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주로 한다. 이를
위해 필료한 기능이 Get/Set/List 기능인데, 이는 SNMP 에서의 Get/Set/GetNext
와 동일한 기능이다.

이 외에도, MA 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security 기능과 SP 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auto-discovery 기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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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1 데이타 획득 (Get)기능

SP 로부터 특정한 attribute 에 해당하는 현재 값을 가져오는 기능이 필요하
다. 그리고 , 현재 지정한 attribute 의 다음 attribute 값을 가져오는 기능과,
attribute 이 table 에 포함된 경우 keylist 를 부여하여 keylist 에 부합하는 줄에 있
는 attribute 의 값을 가져오는 기능도 필요하다.

4.1.2.1.2 데이타 설정 (Set) 기능

위의 Get 기능을 통해 SP 로부터 현재의 attribute 값을 확인한 뒤 이를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 attribute 이 table 에 포함된 경우 keylist 에
일치하는 줄에 있는 attribute 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1.2.1.3 리스트 (List) 기능

SP 로부터 현재 install 되어 있는 component 들의 list 와 component 내부의
group, attribute 들의 list 를 가져오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을 통해 MA 는
사용자에게 현재 SP 에서 관리하고 있는 component 들의 list 를 보여줄 수 있다.

4.1.2.1.4 보안 기능

허가된 사용자만이 MA 에 대한 접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기
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 허가된 사용자들간에도 사용자 등급을 두어 super-user
등급인 사용자인 경우에만 사용자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일반 사용자인 경우
에 password 만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4.1.2.1.5 자동 찾기 (Auto-Discovery) 기능

MA 에서는 현재 어느 시스템에서 SP 가 실행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MA 가 작동할 때 도메인 (domain)만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 내부에 SP 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찾아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20

그리고 , 특정한 시스템만을 지정해 그 시스템에서 현재 SP 가 실행되고 있는지
를 알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4.1.2.2 Event 처리 기능

SP 로부터의 event 신호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과 SP 의
database (DB)에 저장된 event 로그 데이타를 보여주는 기능을 주로 한다. 이는
SNMP 에서의 Trap 과 유사한 기능이다.

4.1.2.2.1 Event 통지 (Alarm) 기능

관리되고 있는 component 로부터 event 가 발생하면 component 는 이를 SP
에게 통지를 한다. 이 때 SP 는 event 를 DB 에 로그 데이타로서 저장을 하고,
MA 에게 통지를 하게 되며 MA 는 전달받은 event 를 실시간으로 즉시 관리자
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사용자가 부재중인 경우
를 대비해 인터넷 메일로도 이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4.1.2.2.2 Event 로그 데이타 획득 (Get) 기능

Component 에서 발생한 event 들은 SP 내부의 DB 안에 로그 데이타로서 저
장이 되는데, 이를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관리자
가 원하는 로그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자가
원하는 로그 데이타만을 지정할 수 있는 필터링 (filtering) 기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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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 설계
앞 절에서 제시된 필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한다.

4.2.1 전체 구조

MA 는 SP 로부터의 관리 데이타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로부터의
요구 사항을 입력받는 Console (CO)과 SP 로부터의 event 나 indication 발생시
이를 알려주는 Event Viewer (EV)로 나누어 구성된다.

SP 는 MA 와의 인터페이스인 MI module 과 component 와의 인터페이스인
CI module, 그리고 MI 와 CI 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기능 및 데이타베이스 처리 기능 등 SP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 Core
module 로 나누어 구성된다. Component 는 SP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CI 부분
과 이들 CI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CI-code 로 구성된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3 과 같다.

Console

Event Viewer
MI

MI
Event/
Indication

Request

MI Module
Core Module

MIF
DB

CI Module
Request

Service
Provider

Event

Component

CI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

그림 13. 시스템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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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ervice Provider 구조
3 가지의 module 로 구성되어 지는데 core module 은 SP 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기능들(serialization, DB handling, memory handling 등)로서
SP 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MI module 은 MA 와의 interface 기능을 담당하고
CI module 은 Component 와의 interface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간단히 그림 14
로 나타내었다.
Managem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MI Module
Initialization
Functions

Discovery
Functions

Database
Administration
Functions

Operation
Functions

Core Module
Serialization
Functions

Memory
Handling
Functions

Database
Handling
Functions

MIF
DB

CI Module
CI Functions for Components

Component

그림 14. SERVICE PROVIDER 구조
4.2.2.1 Core Module

Core module 은 SP 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진다.

? Serialization Functions: SP 는 여러 개의 MA 와 연결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개의 component 를 관리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MA 로부터 동시에 작업
요청이 들어오거나 여러 개의 component 로부터 동시에 event 신호가 통
지되었을 시에 이들을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request 및 event 들을 정렬화 (serialization)시키는 기능의 함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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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Handling Functions: 모든 component 들은 MIF 으로 나타내어지고 이들
MIF 들은 SP 가 관리하는 MIF DB 에 저장되어진다 . MIF 파일을 해석하여
DB 에서 사용하는 데이타 구조로 변환하는 MIF 입력 기능, 입력된 MIF
들에 대한 read/write 기능 등, MIF DB 에 대한 처리 기능의 함수들

? Memory Handling Functions: 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데
이타들은 DMI Spec 에서 정의된 데이타 구조를 따라야 한다. 이들을 데이
타 구조에 따라 생성 (malloc)하고 해지 (free)하는데는 상당한 수고가 따
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library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의
함수들

4.2.2.2 MI Module

SP 와 MA 간의 interface 로서 DMI Spec 에 정의된 함수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보안 기능 등 몇 가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몇 개의
함수를 정의, 구현해야 한다.

MI 는 MA 와 상호 연관이 많은 부분으로서 MA 에서도 MI 부분을 가져야
한다. 이는 한 쪽이 함수를 제공하는 server 의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은 이를 사
용하는 client 의 역할을 하는 관계라서 그러한데 이를 그림으로 알아보면 그림
13 과 같다.

4.2.2.3 CI Module

SP 와 component 간의 interface 로서 DMI Spec 에 정의된 함수들을 모두 포
함하며 이들을 구현하기 위해 core module 이 사용된다. 그리고 SP 내부의 CI
모듈은 CI-code 에서 사용하는 함수들로 이루어진다. 한편, CI-code 에서는 SP 가
사용하기 위한 CI 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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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anagement Application (MA) 구조
MA 는 SP 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attribute 데이타들을 운영자에게 보여주는
Console (CO)과 SP 로부터 올라오는 event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요청된 event log 데이타들을 보여줄 수 있는 Event Viewer (EV)로 나누어
진다. 이를 전체적으로 그림 15 에서 보여주고 있다.
Management Application (MA)
Event Viewer (EV)

Console (CO)
User Interface
Request

User Interface

Response

Event/Indication/
Response

Request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MAF)
Request

Event/Indication/Response

Management Interface (MI)
Request

Event/Indication/Response

Service Provider

그림 15. MANAGEMENT APPLICATION 구조
CO 와 EV 는 수행하는 기능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사용자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User Interface (UI)부분만 서로 다를 뿐 그 아래에서 제공
되는 모듈들은 동일하게 설계된다. 여기서,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MAF)은 MI 와 UI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UI 에서 입력된 사용
자의 요구 사항이나 데이타들을 DMI 에서 정의된 데이타 구조로 변환하여 이
를 MI 에게 전달하거나, MI 로부터 올라오는 DMI 데이타들을 UI 에서 사용하는
데이타 구조로 변환하여 UI 에게 전달,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한다.

4.2.3.1 User Interface (UI)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으로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제공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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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indows 환경을 기반으로 이를 제공한다.

4.2.3.2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MAF)

위로는 UI, 아래로는 MI 사이에서 이들간의 데이타 변환 및 필요한 기능
을 제공하는 함수들로서 CO 와 EV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C++을 사용하여 클래스 (class)형태로 설계한다.

4.2.3.3 Management Interface (MI)

SP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UI 로부터의 사용자 요구를 SP 에게 전달하는 기
능과 SP 로부터의 event 와 indication 을 UI 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
해 2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Management Interface Client (MIC) for MA 와
Management Interface Server (MIS) for SP 가 있다. MIC for MA 는 SP 에게 작업 요
청을 하는 부분으로서 SP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MA 는 서비스를 사용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MIS for SP 는 SP 에서 event 가 발생했을 때 이를 MA 에
게 알리기 위해서 SP 에서 사용하는 함수들로서 이는 전자와 반대의 경우이다.
아래의 그림 16 를 참고하기 바란다.
Management Application

MIC for MA

MIS for SP

Request

Event/
Indication

MIS for MA

MIC for SP

Service Provider

그림 16. MANAGEMENT INTERFAC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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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현
이 장에서는 시스템의 각 부분별 구현 방안과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5.1 개발 환경
본 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PC 서버들이다 . 대부분의 PC 서버들이 windows
NT 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해야 할 시스템도 windows 환경을 기본
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 전체적인 시스템의 기반 OS 는 MS-Windows 를 사용
하고 개발 도구로는 Microsoft Visual C++ [Mic95, Mic97]을 사용한다.

추후 데스크탑 PC 로의 확장을 위하여 windows 95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작
동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5.2 Service Provider (SP)
SP 는 core module, MI module, 그리고 CI module 로 구성되어 지는데 이들의
구현 방안에 대해 module 별로 설명을 한다.

5.2.1 MI Module
MI 는 DMI 에서 RPC [War93]를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
서 사용할 수 있는 RPC 는 DCE RPC, ONC RPC, 그리고 TI RPC 가 있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DCE RPC 와 상호 호환이 되는 MS (Microsoft) RPC 를 사용한다.
RPC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IDL) 파일이 제공되어
야 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DMI 에서 제공하는 DCE RPC 에 대한 IDL 을 그대
로 사용한다.

MI 는 RPC 컴파일러를 통해 생성되는 stub 파일과 헤더 파일을 그대로 사
용하여 RPC server 인 경우에는 server 소스 파일을, RPC client 인 경우에는 client
소스 파일만을 작성, 이들을 함께 컴파일하면 된다.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
래 그림 17 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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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 File
(*.acf)

DMI 2.0
IDL Definition File
(*.idl)

IDL Compiler (midl.exe)

Server
Stub File
(*_s.c)

Server Code
Module
(*.c or *.cpp)

Header File
(*.h)

Client
Stub File
(*_c.c)

Client Code
Module
(*.c or *.cpp)

C compiler and
Object Module Linker
(Visual C++)

Service Provider
MI Server or Client

Management Application
MI Server or Client

Component
CI Server or Client

그림 17. RPC SERVER & CLIENT APPLICATION 생성 과정
MI 의 동작 과정은 먼저 MI 인터페이스 함수가 제공이 되는 RPC server 와
의 연결을 한 다음 server 에서 제공하는 MI 함수를 client 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면 된다. 더 이상의 연결이 필요가 없으면 연결을 종료한다. 이를 그
림으로 알아보면 그림 18 와 같다.
SP

MA
RPC Connection
DmiRegister

MI
Server
for
MA

DmiListComponents
DmiListGroups

MI
Client
for
MA

RPC Disonnection
RPC Connection

MI
Client
for
SP

DmiComponentAdded

DmiDeliverEvent

MI
Server
for
SP

RPC Disonnection

그림 18. MI 함수 흐름도
구현된 MI 의 인터페이스 함수들은 DMI Spec 에 정의된 함수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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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함수가 추가되었다 [그림 19 참고].

MA Provider API
DmiDeliverEvent
DmiComponentAdded
DmiComponentDeleted
DmiLanguageAdded
DmiLanguageDeleted
DmiGroupAdded
DmiGroupDeleted
DmiSubscriptionNotice

Database Administration

Opeartion

DmiAddComponent
DmiAddLanguage
DmiAddGroup
DmiDeleteComponent
DmiDeleteLanguage
DmiDeleteGroup

DmiAddRow
DmiDeleteRow
DmiGetAttribute
DmiSetAttribute
DmiGetMultipke
DmiSetMultiple

MI for SP
MI for MA
Added Functions
DmiCheck_Register

Initialization

Discovery
DmiListComponents
DmiListComponentsByClass
DmiListLanguages
DmiListClassNames
DmiListGroups
DmiListAttributes

DmiRegister
DmiUnregister
DmiGetVersion
DmiGetConfig
DmiSetConfig

그림 19. 구현된 MI 함수들
5.2.2 CI Module
CI 는 DMI Spec 에서 인터페이스만을 규정하고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다. 단지

SP 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SP 의 요청에 응답을

하고

component 의 event 발생시 이를 SP 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에 본 시스템
에서는 CI 도 M I 와 같이 MS RPC 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구현 과정은 위의 그
림 20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RPC 를 사용함으로써 component 도 MA 처럼 SP
와 같은 시스템 (local system)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 (remote system)에
서도 등록만 하면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된다는 장점이 있다.

CI for Component

DmiRegisterCi
DmiUnregisterCi
DmiOriginateEvent

CI for SP

CiGetAttribute
CiSetAttribute
CiGetNextAttribute
CiReserveAttribute
CiReleaseAttribute
CiAddRow
CiDeleteRow

그림 20. 구현된 CI 함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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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Core Module
SP 를 구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serialization 함수들과 DB handling 함수,
memory handling 함수를 비롯해 RPC server 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스레드
(thread)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5.2.3.1 전체 구성

SP 는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들로 구성되어 진다. 먼저 MA 를 위한
MI 를 제공하기 위한 스레드 , component 를 위한 CI 를 제공하기 위한 스레드
가 필요하고 전체를 관장하는 메인 (main) 스레드가 필요하다 [그림 21 참고].

메인 스레드는 SP 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module 들을 가지며 이들
을 통해 DB 나 memory,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들의 동기화를 맞추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 MI-server-thread 또는 CI-server-thread 는 MA 또는
component 로부터의 작업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백그라운드 (background)
로 작동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작업 요청 발생시 하나의 child-thread 가 생성
된다. 이 경우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 데이타에 대한 일치성
(integrity)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인 스레드 내
부에서 serialization 기능을 제공한다.
MA

fork

MI Client for MA
code

MI Server for SP
Thread

MI Server for SP
code

Event

SP

Request

MI Client for SP
code

fork

Serialization Functions

MI Server for MA
Thread

Request
Request/Event
Event

DB Handling Functions
Memory Handlin Functions
fork

CI Server for component
Thread

CI Client for SP
code

Event
Request

MIF
DB

그림 21.

CI Server for SP
Thread

Component
CI Server for SP
code

fork

CI Client for component
code

SP 에서 CORE MODULE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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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DB Handling Functions

SP 에서는 2 가지 종류의 데이타에 대한 DB 를 관리한다 . 관리하고자 하는
component 들의 MIF 데이타와 component 로부터 발생하는 event 와 SP 자체에서
발생하는 indication 들에 대한 로그 데이타들을 DB 에서 관리한다. 이를 위해
DB 를 관리하는 함수들도 크게 2 가지로 구분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
림 22 를 참고하기 바란다.

SP 에서 사용하는 DB 는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General Management
Information Repository Service (GMIRS)의 결과물로 나온 DB 를 사용한다 .

DB Handling Functions
MIF DB Handling Functions
DmiDBListComponents
DmiDBListComponentsByClass
DmiDBListLanguages
DmiDBListClassNames
DmiDBListGroups
DmiDBListAttributes

Event DB Handling Functions

DmiDBAddRow
DmiDBDeleteRow
DmiDBGetAttribute
DmiDBSetAttribute
DmiDBGetMultipke
DmiDBSetMultiple

DmiDBAddComponent
DmiDBAddLanguage
DmiDBAddGroup
DmiDBDeleteComponent
DmiDBDeleteLanguage
DmiDBDeleteGroup

EventDBDeliverEvent
EventDBComponentAdded
EventDBComponentDeleted
EventDBLanguageAdded
EventDBLanguageDeleted
EventDBGroupAdded
EventDBGroupDeleted
EventDBSubscriptionNotice

MIF Decode Functions
MIF Syntax Checker Functions

그림 22. DB 처리 함수들
5.2.3.3 Memory Handling Functions

SP 에서 사용되는 데이타 구조들은 대부분 DMI Spec 에서 정의된 것들이다.
이들을 Spec 에 정의된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 (malloc)하고 해지 (free)해
주는 함수들의 필요성에 의해 제공되는 함수들로서 생성함수와 해지함수로 나
누어 진다. 이름 그대로 생성함수는 입력되는 변수의 데이타 형태 (type)에 따
라 C 의 malloc 함수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할당하여 반환해 주고, 해지함수는
입력되는 데이타의 형태에 따라 C 의 free 함수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반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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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를 반환한다 . 이들 함수들의 구조를 아래의 그림 23 에서 나타내고 있다

Memory Handling Functions

Memory Malloc Functions
MallocAttributeData
MallocAttributeIds
MallocAttributeInfo
MallocAttributeList
MallocAttributeValues
MallocClassNameInfo
MallocClassNameList
MallocComponentInfo
MallocComponentList
MallocDataUnion
MallocEnumInfo
MallocEnumList
MallocFileDataInfo

Memory Free Functions

MallocRowData
MallocRowRequest
MallocStringList
MallocFileDataList
MallocGroupInfo
MallocGroupList
MallocMultiRowData
MallocMultiRowRequest
MallocNodeAddress
MallocOctetString
MallocString
MallocDate

FreeAttributeData
FreeAttributeIds
FreeAttributeInfo
FreeAttributeList
FreeAttributeValues
FreeClassNameInfo
FreeClassNameList
FreeComponentInfo
FreeComponentList
FreeDataUnion
FreeEnumInfo
FreeEnumList
FreeFileDataInfo

FreeRowData
FreeRowRequest
FreeStringList
FreeFileDataList
FreeGroupInfo
FreeGroupList
FreeMultiRowData
FreeMultiRowRequest
FreeNodeAddress
FreeOctetString
FreeString
FreeDate
FreeAttributeDataPtr
FreeMultiRowDataPtr
FreeMultiRequestPtr

그림 23. MEMORY 처리 함수들
5.2.3.4 Serialization Functions

앞에서 설명이 되었듯이 SP 는 여러 개의 MA 나 component 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 요청이나 event 처리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요청 각각은
하나의 스레드로서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개의 작업 요청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일은 여러 개의
스레드들에 대한 동기화 문제와 일치가 된다. 따라서 , 본 시스템에서는 스레드
동기화를 위해서 single-writer/multiple -reader guard (SWMRG)라는 객체를 생성하
여 사용한다 [Jef96].

SWMRG 객체는 C 를 사용한 데이타 구조체로서 고전적인 단일-쓰는자 /다
수-읽는자 (single-writer/multiple-reader) 동기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
계된 복합 동기화 객체이다. 이를 객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 MS-Window 에서 제공하는 MUTEX (Mutual Exclusion), Semaphore, Event 세
개의 커널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스레드간의 동기화를 맞추기 위한 SWMRG 데이타 구조체를 간단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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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아래와 같고, 이를 이용한 동기화 함수 및 사용 방법은 그림 24 을 참고
하기 바란다.

// The single -writer/multiple -reader guard
// compound synchronization object
typedef struct SingleWriterMultiReaderGuard {
// 이 뮤텍스 (Mutex) 는 이 데이타 구조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객체들에 대
// 한 액세스 (access)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스레
// 드가 없을 때를 나타낸다.
HANDLE hMutexNoWriter;
/ / 이 이벤트 (event)는 읽고 있는 스레드가 없을 때 신호 상태가 된다.
HANDLE hEventNoReaders;
// 이 세마포어 (semaphore)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계수
// 로써 단순히 사용된다. 스레드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으며 이
// 계수는 읽고 있는 읽기 스레드의 수이다
HANDLE hSemNumReaders;
} SWMRG, *PSWMRG;

SWMRGInitialize
SWMRG 객체를 초기화하는
함수로서 프로그램의 시작
시에 main에서 한 번만 호출.

SWMRGWaitWrite
SWMRGWaitRead

event

읽기 작업이 필요한 thread인 경우
먼저 쓰기 작업을 하는 thread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작업을 수행

쓰기 작업이 필요한 thread인 경우
읽기나 쓰기 작업을 하고 있는
thread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수행 .

.
SWMRGDoneWriting
쓰기 작업이 끝난 경우에
다른 일기/쓰기 thread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event를 보낸다

.
.
SWMRGDoneReading
작업이 끝난 경우에 쓰기 thread 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event를 보낸다

Single Writer

Multi Readers

SWMRGDelete
SWMRG 객체를 해지하는
함수로서 프로그램의 종료
시에 호출.

그림 24. SERIALIZATION 처리 함수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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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anagement Application
MA 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들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다.

5.3.1 전체 구성
Console (CO)은 UI 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이를 MAF 에서 DMI 상
에 정의된 데이타 구조로 변환해서 이를 MI 를 통해 SP 에게 전달, 그 결과를
UI 를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구조이며, Event Viewer (EV)는 EV 가 실
행 시에 자동적으로 SP 로부터의 event 를 감시할 스레드를 생성시켜 event 가
발생시에 MAF 에서 이를 UI 에서 사용하는 데이타 구조로 변환한 뒤 전달함으
로써 사용자에게 event 의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구조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25 와 같다.
User
Event

Request

Event Viewer

Console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

MAF

MAF
admin class
server class
component class
group class
attribute class
enum class
mem_free class

server class
mem_free class

MI for SP
Event

fork

Server Thread
for SP

MI for MA

Event

Request

MI for MA

SP

MI for SP

그림 25. MANAGEMENT APPLICATION 구성
5.3.2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Microsoft 에서 제공하는 Microsoft Foundation Class
(MF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dialog box)들를

제공하며 각종

사용자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메뉴와

대화

보여주기

상자

위하여

CtreeView [Mic97a]와 ClistView [Mic97a]를 사용, MS-windows 사용자에게 익숙한
파일 관리자 형태로 정보들을 보여주게 처리하였다 [그림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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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5.3.3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s (MAF)
MAF 는 관리 대상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UI 의 요구에 따라 전달해준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MI 를 통해 관리 대상 시
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는 SP 로부터 현재의 관리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기능도
수행한다.. MAF 는 관리 대상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객체 지향적인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관리 대상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시 구현이 용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이

절에서는 구현된 MAF 의

클래스

구성

및 각

클래스들의

속성

(attribute)과 메소드 (method)에 대해 설명한다.

5.3.3.1 클래스 구성

하나의 관리 대상 시스템이 지정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Server 클래스 객체
가 생성이 된다. Server 클래스 객체는 시스템에 대한 각종 정보 (시스템 이름,
위치, 소유자 등)와 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메소드 (method)를 가지며 그 아
래에 시스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component 들에 대한 클래스 객체들을 가진
다. 여기서 component 는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각종 자원 (hardware, softwa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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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의미하며 component 마다 각각의 component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된다.
이 클래스는 component 에 대한 속성들과 메소드를 가지고 그 아래에 group 에
대한 정보와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객체들을 가진다. 그리고 group 아래에
attribute 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클래스 객체를 가지며 이외에 기타 필요한 클
래스 객체가 생성이 되어 MAF 를 구성한다. 이를 그림 27 를 통해 알 수 있다.

Admin 클래스
Server 클래스
Component 클래스
Group 클래스
Attribute 클래스
Enum 클래스

Mem_Free 클래스

MI 함수들

그림 27. MAF 구성도
5.3.3.2 Admin 클래스

Console 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클래스 객체로서 지정된 도메
인 (domain) 내부에서 SP 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모두 찾아내 시스템마
다 server 클래스 객체를 생성시켜 주는 일을 주로 한다. 제공되는 기능을 살펴
보면,

? Auto-discovery: 도메인 (B class)내부에서 자동으로 SP 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찾아준다.
? Ping: 특정 시스템에서 현재 SP 가 작동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 Add/Delete Server: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리스트에 하나의 시스템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기능이다.

이 클래스를 이루는 주요한 속성 및 메소드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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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Admin : public CWnd
{
// Construction
public:
CAdmin();
CAdmin(char* dom, int bFrom, int bTo, int cFrom, int cTo);
virtual ~CAdmin();
// Attributes
protected:
char
int
int
char
// Operations
public:
void

servers [MAX_SERVERS][32];
serverNo;
bFromIp, bToIp, cFromIp, cToIp;
domain [32];

int
int
int
int

Set_Parameter (char* dom, int bFrom, int bTo,
int cFrom, int cTo);
Search_Servers ();
Ping_Server (char* addr);
Get_Server_No ();
Get_Servers (Managed_Agent_t
*srv);

int
int
int

Add_Server (char*
Delete_Server (int
Exist_Server (char*

int
int
int
int
int

Search_Proc ();
createSenderServer ();
freeSenderServer ();
createReceiverServer ();
freeReceiverServer ();

addr);
serverId);
addr);

};

5.3.3.3 Server 클래스

관리되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시스템 이름, IP 주소, 소유자, 위치
등)들과 시스템이 가지는 component 들의 리스트를 가진다 . 그리고 MI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SP 로부터 필요한 관리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component 클
래스 객체내의 속성들을 설정하고, Mem_free 클래스를 사용하여 할당된 데이타
구조 메모리들을 효율적으로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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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래스를 이루는 주요한 속성 및 메소드를 살펴보면,

class CServer
{
public:
CServer();
~CServer();
CComponent*
DMI_Mem_Free
int
protected:
unsigned char*
char*
public:
char*
int
int

pComponent;
Dmi_Free;
Server_Number_Of_Components;
pszNetworkAddress;
DMI_Server_Description;
Get_Server_Description ();
Disconnect_From_Server ();
Connect_To_Server(char *addr);

int Verify_DMI_Agent();
int Get_Component();
int Get_Group(int compId);
int Get_Attribute_Structure(int compId,int grpId);
int Get_Table_Attributes(int compId, int grpId);
int Set_Table_Attributes(int compId, int grpId, int row);
int Change_Password(char* id, char* old_pass, char* new_pass);
int Check_Password_Register (char* id, char* passwd);
int OnCListAttr(int compId, int grpId, DmiAttributeList_t
int OnCListComp(DmiComponentList_t**
reply);
int OnCListGroup(int compId, DmiGroupList_t** reply);
int
int
int
int
int
int

**reply);

OnDAddComp(char *name, char *body, int type, int *cid);
OnDAddGroup(char *name, char *body, int type, int cid, int* gid);
OnDDelComp(int cid);
OnDDelGroup(int cid, int gid);
OnOAddRow(int cid, int gid, DmiRowData_t* rowData);
OnODelRow(int cid, int gid, DmiRowData_t* rowData);

int OnOGetAttr(int cid, int gid, int aid);
int OnOGetMulti(DmiMultiRowRequest_t*
request,
DmiMultiRowData_t**
rowData);
int OnOSetAttr(int cid, int gid, int aid);
int OnOSetMulti(DmiMultiRowData_t* row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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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Component, Group, Attribute 클래스

관리되는 시스템내의 SP 에 등록된 component, group 그리고 attribute 들에
대한 정보와 이들을 처리하는 메소드를 가진다. 이들이 가지는 정보들은 server
클래스 객체내의 MI 함수들을 통해 SP 로부터 가지고 와서 server 클래스에 의
해 초기화와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들 클래스를 이루는 속성들과 메소드를 살
펴보면 ,

class CAttribute
{
public:
CAttribute();
~CAttribute();
void DMI_Attribute_Set_Parameter( … );
void DMI_Attribute_Set_Data_Type( … );
void DMI_Attribute_Set_Data_Value( … );
unsigned long
char*
char*
char*
unsigned int
void*

Attribute_ID;
Attribute_Name;
Attribute_Pragma;
Attribute_Description;
Attribute_Type;
value;

};
class CDMI_Group
{
public:
CGroup();
~CGroup();
void DMI_Group_Set_Parameter( … );
void DMI_Group_Set_Parameter( … );
void DMI_Group_Malloc_Attribute(int Number_Of_Attributes);
void DMI_Group_Malloc_Table(int Number_Of_Rows);
CAttribute*
CAttribute_Array*
int
int
int
unsigned long
unsigned long
char*

pAttribute;
pTable;
Group_Number_Of_Attributes;
Group_Number_Of_Rows;
Group_Number_Of_Columns;
Group_ID;
Group_KeyNo;
Group_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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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Component
{
public:
CComponent();
~CComponent();
void DMI_Component_Set_Parameter( … );
void DMI_Component_Set_Parameter( … );
void DMI_Component_Malloc_Group(int Number_Of_Groups);
public:
CGroup*
int
unsigned long
bool
char*
char*
char*

pGroup;
Component_Number_Of_Groups;
Component_ID;
Component_ExactMatch;
Component_Name;
Component_Pragma;
Component_Description;

};

5.3.3.5 Mem_Free 클래스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DMI 데이타 구조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클래스로서 입력되는 인자들의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지한 뒤 NULL 을 반환한다 . 이 클래스를 살펴보면,

class Mem_Free
{
public:
Mem_Free();
virtual ~Mem_Free();
public:
void DMI_Structure_Free (DmiString_t*
str);
void DMI_Structure_Free (DmiOctetString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Timestamp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FileTypeList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ComponentList_t* list);
void DMI_Structure_Free (DmiAttributeList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AttributeInfo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GroupList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GroupInfo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RowRequest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AttributeValues_t*values);
void DMI_Structure_Free (DmiAttributeData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AttributeIds_t*
void DMI_Structure_Free (DmiRowData_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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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
date);
fileType);
list);
info);
list);
info);
request);
data);
ids);
data);

5.4 기타 기능들
이 절에서는 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DMI Spec 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기능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구현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5.4.1 Auto-discovery 및 Ping 기능
관리 대상 시스템에 현재 SP 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이용해
MA 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SP 가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먼저 SP 는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ping 서버의 역할을 하는 스레드를 생
성, 항상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면서 특정 port 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감시하
게 된다. 한편 MA 에서는 관리자로부터 ping 요구가 들어오면 지정된 시스템
의 특정 port 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SP 로부터 특정 port 를 통해 응답
을 받으면 alive, 응답이 없으면 dead 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MA 에서의 auto-discovery 기능도 ping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동시에 ping 을 요구해야 하므로 별도의 알고리즘이 요
구된다 . 이를 위해 MA 에서는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 하나는 지정된 도메인
에 따라 여러 시스템의 특정 port 로 ping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신되는 ping 메시지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특정 port 를 정해진 시간만큼
감시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신된 ping 메시지들의 발신자 주소를
이용하여 전체 관리 대상 시스템의 리스트를 완성한다 [그림 28 참고].

5.4.2 Security 기능
DMI Spec 에는 보안 기능을 위한 고려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MI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는 MI 에서의
DmiRegister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계
정과 암호를 검사하는 기능을 추가한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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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For ( k=from; k<=to; k++)
sendToSP (ping_message)

Receiver Thread
Sleep (5000);
while (1) {
recvFrom ()
srv_ addr [k++] = sender.addr
}

PING 과 AUTO-DISCOVERY 기능

DmiErrorStatus_t DmiRegister(
/* [in] */
handle_t
/* [out] */
DmiHandle_t __RPC_FAR

IDL_handle,
*handle);

DmiErrorStatus_t DmiCheck_Register(
/* [in] */
handle_t
/* [in] */
DmiString_t __RPC_FAR
/* [in] */
DmiString_t __RPC_FAR
/* [out] */
DmiHandle_t __RPC_FAR

IDL_handle,
*login,
*password,
*handle);

위의 함수에서, 기존의 DmiRegister 를 보면 단지 등록만 하면 SP 에서 핸
들 (handle)을 건네준다. 이후 MA 에서는 넘겨받은 핸들을 가지고 모든 MI 함
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SP 에서는 모든 MI 함수를 제공할 때 입력 인
수로 넘어오는 핸들을 검사하여 등록된 핸들이 아니면 에러를 반환한다. 따라
서 MA 가 SP 에게 등록을 한 뒤 반환받는 핸들에 대한 관리만 하면 보안 기능
이 제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DmiRegister 함수를 수정하여 DmiCheck_Register
함수를 제공한다. 이 함수는 MA 에서 SP 에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자 계정
과 암호를 검사한 뒤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핸들 값을 넘겨줌으로써 MA 와 SP
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29 참고].

5.4.3 Event Mail Delivery 기능
Component 에서 Event 가 발생시에 이를 감지한 SP 는 EV 에게 event 신호
를 전송하는 한편 event DB 에 로그 데이타로서 저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event 신호를 인터넷 메일로써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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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DMIREGISTER 와 DMICHECKREGISTER 기능
각종 event 나 indication 이 발생 때마다 미리 설정된 수신자들의 인터넷 주
소로 이들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 기능은 SP 의 설치시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MTP) 서버가 장착된 시스템 주소를 입력받은 뒤 SMTP 서버
시스템의 포트 (port) 25 번으로 미리 작성된 인터넷 메일을 보냄으로써 구현되
었다. 이를 살펴보면,

WSAStartup (0x0101, &WsaData);
sid = socket (AF_INET, SOCK_STREAM, 0);

bind (sid, (LPSOCKADDR)&addr, sizeof (addr));
addrTo.sin_family = AF_INET;
addrTo.sin_port = htons (25); // SMTP reserverd port number
addrTo.sin_addr.s_addr = inet_addr (mailServer); // SMTP Server
connect (sid, (LPSOCKADDR)&addrTo, sizeof (addrTo));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 sprintf (buf, "%s", "HELO ");
+= sprintf (buf+nBufLen, "%s%s", host, CRLF); // local IP address
+= sprintf (buf+nBufLen, "%s", "MAIL FROM:");
+= sprintf (buf+nBufLen, "%s%s", fromAddr, CRLF);
// 송신자
+= sprintf (buf+nBufLen, "%s", "RCPT TO:");
+= sprintf (buf+nBufLen, "%s%s", toAddr, CRLF);
// 수신자
+= sprintf (buf+nBufLen, "%s%s", "DATA", CRLF);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nBufLen

+=
+=
+=
+=
+=

sprintf
sprintf
sprintf
sprintf
sprintf

(buf+nBufLen, "%s", CRLF);
(buf+nBufLen, "%s", contents);
(buf+nBufLen, "%s", CRLF);
(buf+nBufLen, "%s", ".");
(buf+nBufLen, "%s", CRLF);

nByteSent = send (sid, buf, nBufLen, 0);
closesocket (sid);

// 본문 내용

// 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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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vent 로그 데이타 제공 기능
발생하는 모든 event (component 에서 발생)나 indication (component 추가/삭
제, group 추가/삭제, language 추가/삭제 시 SP 에서 발생)은 자동적으로 event
DB 에 로그 데이타로서 저장이 된다. 이 로그 데이타를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
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함수로서 구현이 되었다.

시스템 관리자가 로그 데이타를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데이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식을 부여하는 필터링 (filtering)도 제공한다 . 즉 관리자
는 EV 에서 제공하는 필터 설정 대화박스를 통해 필터를 설정한 뒤 로그 데이
타를 요구하면 원하는 데이타만을 수신할 수 있으며 event DB 에 저장된 모든
로그 데이타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된다. 그리고 , 저장된 로그 데이타
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30 과 같다.

Console

Event Viewer

MI for MA
Request
Response

DmiAddComponent , DmiDeleteComponent
DmiAddLanguage, DmiDeleteLanguage
DmiAddGroup , DmiDeleteGroup
DmiSubscriptionNotice

EventGetLogFile

Event
DB

DmiDeliverEvent

DmiOriginateEvent
CI for
component

Component

그림 30. EVENT 로그 데이타 저장 및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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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for SP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DMI 2.0 을 이용한 PC 서버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DMI 에서 규정한 인터페이스와 MIF 을 제공함으로
써 서버 시스템이 가지는 각종 소프트웨어, 프린터, 자원들 (CPU, I/O 장치, 메
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시스템

관리자의 위치와

사용기종에

상관없이

MS-

windows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새로운 관리 객체를 쉽게 추가 또
는 삭제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되었다. 또한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이를 실시간
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장애발생에 따르는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시스템의 관리대상은 PC 서버이지
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리대상만 수정하면 데스트탑 PC 나 NetPC 에 대
한 관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 SNMP 에서의 MIB 과의 연동 [Bos95]을 통해
SNMP 를 이용하는 망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관리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DMI Ver 3.0 의 제정에 따라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진

행중인 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WBEM) [Fre96a, Fre96b]의 발전에 맞추
어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 이를 통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웹
(web)을 사용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지며 다른 망관리 표준들과의 연동이 용
이해질 것이다 [그림 31 참고].

Common
Comm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Model
Model
Model
DMI
DMI1.0
1.0

WBEM
WBEM
WBEM
DMI
DMI
3.0
CIM
DMI3.0
3.0 CIM
CIM

DMI
DMI2.0
2.0
Web
Web
Based
WebBased
Based
Access
Access
Access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Base
Base
Trouble
Trouble
Ticket
Trouble Ticket
Ticket

’96
96

그림 31.

’97
97

’’98

DMTF 에서의 표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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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관리 대상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32 참고] 이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단일화된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WBEM 구조가

제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WBEM

은

Management Object Format (MOF) [Dmt97]라는 관리객체 정의 스키마 (schema)를
사용하여 MIF,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Wil93], GDMO (Guidelines for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Cct92e] 등을 사용한 관리 객체들을 하나의 통일
된 형태로 정의, 관리하는 구조이다 [그림 33 참고].

Management
Applications

Management Solutions

Management
Infrastructure

APIs and
Protocol
Physical
Managed
Objects

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MIB

MIF

MOF

Private

SNMP

DMI

CMIP

Private

Network
devices

Desktop
systems

Telecom
devices

Application
Servers

그림 32. 여러가지 관리 표준들

Management
Application
HyperMedia

Management Protocol

HyperMedia Object Manager
HyperMedia

Common
Information
Model

Management Protocol

Object Providers
CMIP

CMIP
Objects

SNMP

SNMP
Objects

RPC

DMI
Objects

HMMP

Managed
Objects

그림 33. WBE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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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C 서버 관리 시스템 시험 화면]
그림 34 는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시험 환
경을 나타낸 그림이다.
141.223.82.25

141.223.82.17

Desktop
PC

PC Server
System
DPE Lab Network

Desktop
PC

141.223.82.23

그림 34. 시험 환경 (TESTBED)

SP 프로그램과 CI-code 를 가지는 agent 프로그램을 PC server 시스템인 17 번에
서 실행을 시키고 desktop PC 에서의 동작 가능성도 시험하기 위하여 25 번에서
도 이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 MA 를 가지는 console 프로그램은 desktop PC 인
23 번에서 실행을 시킨 뒤 성능을 시험한다.

? 네트워크 : DPE Lab 네트워크
? 시스템: Windows NT 가 장착된 삼성 Magic Power Pro 620
Windos 95 가 장착된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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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환경에서 console 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현재 agent 가 작동하고 있
는 시스템들을 찾아준다. 현재 B class 까지 자동으로 찾아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나 본 시험에서는 C class 까지만 도메인을 설정, 시험한다 [그림 35 참고].

PC Server 시스템 (NT)
Deshtop PC (Win 95)

수동으로 특정한 시스템
에서의 agent 작동 여부
제공
자동으로 특정한 도메인
내부에서의 agent 작동
시스템 탐지
현재 서버 리스트 화면
에 새로운 서버를 추가
현재 서버 리스트 화면
에서 특정한 서버를 삭제
서버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위치, 소유자 등)

그림 35.

AUTO-DISCOVERY

Agent 가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agent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windows 의
서비스 목록에 등록이 되어 시스템이 켜질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구현되
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windows 안에서 제어판/서비스를 확인하면 아래
의 화면 [그림 36 참고]을 볼 수 있다.

Service Provider
프로그램

Component
Instrumentation code

Windows 환경내에서
제어판/서비스

그림 36. SP 와 CI-CODE 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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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이 자동으로 발견한 서버 리스트상에서 관리하고자하는 시스템 위에서
마우스의 우측 단추를 누르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관리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그림 37 참고].

141.223.82.17 시스템
정보 화면

141.223.82.25 시스템
정보 화면

현재 시스템에서의 기억 장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드 디스크가 4개이고 플로피 디스크가 1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7. 관리 대상 시스템의 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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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만일 event 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EV (Event Viewer)
를 통해 알려준다 [그림 38 참고].

그림 38. EVENT VIEWER (EV)
그리고 발생한 event 나 indication 들에 대한 로그 데이타를 console 을 통해 검
색할 수 있다 [그림 39 참고]

그림 39.

CONSOLE 을 통해 본 EVENT LOG 데이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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