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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s enterprise networks are composed of multiple types of interconnected
networks. On top of these enterprise networks, there exist various systems and services
supporting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within an organization. In the real world, there
are several technologies (e.g., IETF SNMP, OSI CMIP, ITU-T TMN and OMG CORBA)
that are appropriate to solving this complex task. Each ha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ill undoubtedly feature in future network management systems. To solve this problem,
interoperability between these technologies is needed.
To enable interworking,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map between the relevant object
models and to build on this to provide a mechanism to handle protocol conversion on the
domain boundaries.
In this thesis, we describe a gateway between management application in the CORBA
domain and agent in the SNMP domain and various integration methods. The main
function of the gateway is to dynamically convert the method invocations on object
reference in CORBA domain to SNMP messages for MIB entries at remote agents. We
also present translation methods from SNMP MIB to CORBA IDL using Direct
translation and Abstract translation. JIDM algorithm has no notion of containment and
inheritanc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 classes and is difficult to understanding between
management attribute and SNMP Action attribute. Abstract translation over come these
problems. New superclasses define for common attributes and define explicit CORBA
method for SNMP Action. It is a methodology for obtaining the CORBA-compliant
management agents from already existing SNMP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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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은 그 미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네트웍에 대한 부분은 더 더욱 그 발전
을 예측하기가 힘들어 졌다. 오늘날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웍은 여러 장비와 시
스템 그리고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시스템의 증가와 운영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다양화 및 관리 프레
임웍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 및 복잡성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
게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웍을 기술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1].
효과적이며 안정된 관리를 위해 네트웍 및 시스템의 관리는 관리 하고자
하는 도매인의 특성에 맞추어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OSI Network
Management Framework [2],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3] 및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 [4]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널
리 쓰이고 있는 프레임웍들이다. 통신망 관리를 위해서는 OSI 의 개념을 확장
한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TMN) [5]을 사용하고 있으며 , 단순한
네트웍 자원들의 관리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3]를 통
해 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분산 시스템 관리 및 통합 관리
를 위한 통합 기술로 CORBA 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 기관에 의해 제정된 기준의 최초 목적은 모든 관리 영역을 관리하고
자 하는 일반화된 정보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각각
의 표준은 서로 다른 특성에 맞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네트웍
의 크기가 커지고 그 관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분산 망 관리 시스템의 수용
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표준 프레임웍들간의 상호 연결 및 작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제정한 표준들은 분산 환경 보다는 상하개념에 의
한 관리구조만을 고려하였으며 , 상호 작용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서로 비
호환의 관리 기준들이다. 이로 인해 관리자는 서로 다른 도매인간의 정보에 대
한 통합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다른 프레임웍간의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또는 개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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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로 다른 도매인간에 존재하는 정보를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하고, 관리하
고자 하는 데이터를 단일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6]. 이러한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즉 관리 하고자 하는 도매인
상의 관리 정보를 파악하여 통합해 주어야 하며, 그 관리 정보를 관리하기위한
여러 오퍼레이션에 대한 통합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이 논문에서는 네트웍 관리 프레임웍인 SNMP 도매인과 분산 객체 기술의
하나인 CORBA 도매인간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표준에서
사용하는 직접 변환은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 action 을
위한 속성의 정의가 다른 속성과 구별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은 추상적 변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클래스의 정의, 명확한 메쏘드
정의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다. 직접 변환의 편리함과 추상적 변
환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의 구축이라는 장점을 이용한 직접 변환과 추상적 변
환의 혼용을 통한 정보 모델 변환 방법을 이용한 게이트웨이의 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CORBA/SNMP 간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제공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알아 본다. 3 장은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은 이 논문의 핵심으로 실질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게이
트웨이의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5 장은 구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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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2.

이 장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웍 관리 시스템의 개
념과 표준 관리 프레임웍을 알아보고, 구현에 쓰이는 CORBA 에 대한 기본적
인 소개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네트웍 관리 (Network Management)

2.1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웍은 그들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
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네트웍 관리 이다 [3]. 네트
웍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네트웍 및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 구성 요소의 증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복잡도 조절
?? 여러 요구에 부합하는 분배 및 배분 조절
?? 네트웍 운영의 가용성 증가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고장 시간 감소

2.1.1

네트웍 관리의 구조

일반적인 관리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는 매니저-에이전트 패러 다임을 [3]
따른다 . 아래 그림 1 은 이러한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매니저는 사용자로부터
관리 명령을 받아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요청을 하여 그 수
행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를 위
한 필요한 정보는 Management Information Base (MIB)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
에 에이전트는 MIB 을 바탕으로 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일반적인 네트웍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장애관리 (Fault Management), 구성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과금관리 (Account Management), 성능관리 (Per
formance Management) 와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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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기본적인 관리 구조

2.1.2

관리 기술 및 표준 관리 프레임웍

1980 년 초부터 네트웍의 사용은 그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곳에서 네트웍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때문에 네트웍
사용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을 하고 있다.
이미 사용 중인 네트웍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공존이라는 현실 속에서 네
트웍은 커져만 갔고 이로 인해 네트웍의 확장이라는 문제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즉 기존의 네트웍 관리를 위한 기술과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인한 신 관리 기술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것은 비용 및 시간, 운영상의 효율적인 면 등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였다 [8].
커져만 가는 네트웍의 관리를 위한 시간적 및 효율,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한 관리를 위해 각 표준 기관은 표준 관리 프레임웍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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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Internet Network Management Framework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3]은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
의해 제정된 관리 표준 안의 모임이다. 네트웍 장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비를 관리하는 산업계 표준 프로토콜이다 . 흔히 SNMP 기반의
네트웍 관리 체제라고 일컬으며 주로 컴퓨터 통신망의 관리에 이용 된다. 그림
2 는 SNMP 를 이용한 네트웍 관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OSI Management Framework 이 네트웍 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모
델이라면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은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단순성으로 인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SNMPv1 [9]은 1990 년에 표
준으로 채택되었으며 , 대부분의 워크스테이션, 브리지 , 허브, 라우터

등에

SNMP 에이전트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현재는 보안 및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한
SNMPv2 [10]와 SNMPv3 [11]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Network
Manager

Host

Management station
Manager process
SNMP
MIB

User process

SNMP

FTP, etc

.

UDP
Central MIB

Agent
process

UDP

TCP

IP

IP

Network-dependent
protocols

Network-dependent
protocols

Router
Manager process
SNMP

Network

MIB

UDP
IP
Network-dependent
protocols

그림 2 : SNMP 를 이용한 네트웍 관리

2.1.2.2

OSI Network Management Framework

OSI Network Management Framework 은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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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네트웍 관리를 위한 표준 안들의 모음으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
cation Section (ITU-T) 가 공통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 서비스
와 프로토콜, 관리 정보의 정의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리 기능에 대한 정
의도 포함이 되어 있다. 관리 프로토콜로는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CMIP) [12]을 사용하고 관리 정보는 객체 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OSI Management Framework 은 관리 구조 및 프로토콜의 정의가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에 비해 많은 기능이 제공되지만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 통신망 보다는 전화망
관리에 널리 쓰이고 있다.

2.1.2.3

DMI Management Framework

Desktop Management Framework (DMI) [13]는 Desktop Management Task Force
(DMTF)에서 제정한 시스템 관리를 위한 표준안이다. Management Application
(MA), Service Provider (SP) 그리고 Component Instrumentation (CI)의 세 부분사이
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 이다. 또한 표준 안에서는 MA 와 SP 사이의 인터
페이스에 Remote Procedure Call (RPC)를 사용하여 원격 관리도 가능하게 하였다 .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Management Information Format (MIF)라 하는 언어에 의해
속성이 기술되며 SP 에 저장함으로써 MA 가 그 구성요소를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이 표준 안은 PC 관리를 위해 사용 된다.

2.1.3

표준 네트웍 관리 프레임웍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표준 관리 프레임웍은 그 관리 대상, 정
보 모델 및 사용 언어 등 그 특성이 제 각각이다. 각 표준 기관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기준을 제안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
다. 즉 관리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표준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 존재하는 상
황이 되었다.

6

현재의 네트웍 환경은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다양한 표준 기술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 되어야 한다. 표준 기
술을 적용한 몇몇의 상용 관리 툴들이 일반 목적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
해 소개 되었지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1].

2.2

CORBA
이번 절은 동적 메쏘드 호출을 지원하고 Internet Inter-ORB Protocol (IIOP)

[14]를 사용하여 다른 플랫폼 사이의 호환이 가능하고 객체 지향적이며, 다양
한 운영 체제와 언어에 대해 투명성을 제공하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2.2.1

OMA

Object Manager Group (OMG)는 구성 요소의 재 사용, 상호 운용, 이식성 등
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구조는 객체 모델은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분산 환경을 가정한 통신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OMA) [4, 14]이다 그림 3 은 OMA 의 기본 구조이다.

Common Facilities
Vertical Common Facilities

Horizontal Common Facilities

Application Objects
User
Interf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ask
Management Management

Object Request Broker

Naming

Persistence Life Cycle

Externalization

Events

Properties

Transactions

Concurrency

Query

Collections

Relationships

Time

Security

Trader

Change
Management

Licensing

Common Object Services

그림 3 : The OMG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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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Request Broker (ORB) : 객체들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신 방법을 제공한다. ORB 는 객체들이 실행 시 서로를 찾아내고, 서로의
서비스를 호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컴파일시 또는 실행시 객체를 호출하
는 정적과 동적 호출을 지원한다.
?? Common Object Service : 객체 관리를 위한 서비스들로 네이밍, 이벤트 , 트
랜잭션등의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다.
?? Common Facilities :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공통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객체의 집합으로 공통적인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표준화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 Application Objects :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다.

2.2.2

CORBA 의 구성 요소

다음의 그림 4는 CORBA 의 일반적인 구조 [4]이다.

Object Implementation
Client

Dynamic
Static
Skeleton
Dynamic
Client
ORB
Skeletons Invocation
Interface
Invocation IDL Stub Interface
Repository

Object
Adapter

Implementation
Repository

Object Request Broker Core
그림 4 : CORBA 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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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B : ORB 는 분산 환경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객체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주고 다수의 객체 시스템을 연결해 준다.

?? 클라이언트 IDL stub : 오브젝트 서비스에 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Dynamic Invocation Interface (DII) : 실행 시간에 타 객체에 대한 오퍼레이션
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실행 중에 오퍼레이션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담고 있다.

??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 : 실행 시간 데이터베이스로 IDL 에 의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 서버 IDL stub :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IDL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 된다.

?? Dynamic Skeleton Interface (DSI) : 들어 오는 메시지의 파라미터 값을 보고
타겟 객체와 메쏘드를 결정한다.

?? Object Adapter : 서버 객체를 초기화 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보내고 객체 레
퍼런스를 할당해 준다.

?? 구현 레포지토리 (Implementation Repository) : 서버가 지원하는 클래스 , 초
기화된 객체, ID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실행시간 레포지토리이다.

2.2.3

Object Services

OMG 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고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통으로 요
구되는 항목들에 대한 서비스를 정의 [15]하였다. 이번 절은 이 중에서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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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Properties Service : 객체는 오퍼레이션과 속성으로 규정 된다. 객체가 실행
중에 오퍼레이션과 속성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이다.

?? Naming Service : 이 서비스는 객체를 특정한 이름 문맥 (Naming Context)에
맞추어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름 문맥하에서 원하는 객
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17].

?? Event Service : 사건 정보를 통지 받고 싶어하는 객체에게 비 동기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16].

?? Life Cycle Service : 이 서비스는 객체의 생성, 이동, 복사 그리고 소멸 등의
일을 제공한다.
이 외에 security, transaction, trading, time, relationship, query 등의 서비스를 정
의하고 있다 [14].

2.3

서로 다른 도매인간의 통합 관리
이번 절은 네트웍 또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상이한 여러 표준 프레임웍들

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본다.
CMIP 을 사용하는 TMN 관리 프레임웍은 SNMP 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
프레임웍에 비해 기능과 성능이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사용이 어렵고 느리다
는 단점이 있다. 반면 SNMP 관리 프레임웍은 기능이 간단하며 사용이 쉬우나
광범위 네트웍 관리를 위한 사용에는 부 적절하다. 이런 상이한 표준들을
CORBA 도매인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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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JIDM 의 연구

Joint Inter-Domain Management (JIDM) Group 은

X/Open 과

Network

Management Forum (NMF)의 도움 아래 구성된 working group 이다. 이 그룹은 서
로 다른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도매인간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CORBA, CMIP 그리고 SNMP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 이 중 CORBA/SNMP
와 CORBA/ CMIP 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행한다 [6].
JIDM 그룹은 다른 도매인간의 완벽한 통합 관리를 위해 두 부분의 매핑
작업에 대한 표준을 발표 하였다. 한 부분은 Specification Translation 이라고 하
는 부분으로 통상 ST 라 부른다 [7, 27]. 이 ST 의 목적은 서로 다른 도매인간의
정보 모델을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작업이다. JIDM 은 ASN.1[18]과
GDMO [19], SMI [3]를 CORBA IDL [4]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발표 하였다.
또 한 부분은 Interaction Translation, IT 라고 하는 부분으로 프로토콜 변환
을 담당해 주는 부분이다 [6, 27]. 즉 각 도매인간은 정보 모델 뿐 아니라 사용
프로토콜 또한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작업에 대한 표준을 JIDM 은 발표 했으며, 통합 관리를 요구
하는 많은 곳에서 JIDM 의 기준을 따라 제품을 만들거나 연구 중에 있다. 다
음에 살펴 볼 두 곳의 제품 또한 JIDM 의 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JIDM 에서 발표한 표준 중 ST 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SMI 를 CORBA
IDL 로 정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ORBA 의 모델링 기법인 객체 지향을
추구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SNMP action 에 대한 처리가 불 분명하다. IT 에 대
해서도 CMIP, SNMP 둘 다를 처리하기 위한 복잡한 모듈로 정의가 되어 있으
며, 실제 사용이 가능치 않은 COS Service 를 정의하여 게이트웨이 구현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다음은 JIDM 의 표준인 ST 와 IT 에 대해 알아본다 .

2.3.1.1

Specification Translation (ST)

ST 는 GDMO 나 SMI 를 CORBA IDL 로 변환을 하기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러한 ST 에는 ASN.1, SNMP SMI 와 CMIP 의 GDMO 에 대한 변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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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

ASN.1 의 IDL 변환 알고리즘

ASN.1 은 CCITT 와 ISO 에 의해 제정된 표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를 사용하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정의하거나 구조를 정의하는데 사
용하는 언어로서 SNMP 와 CMIP 에서 관리 정보를 표현하는데 공통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ASN.1
Module

ASN.1
Translator

I D L
Module

Nickname D B

그림 5 : ASN.1 의 IDL 변환 구조
그림 5 는 각각의 ASN.1 모듈은 각각의 독립된 파일 형태의 IDL 모듈로
정의가 되며 각각의 모듈은 DB 에 저장이 된다.
2.3.1.1.2.

GDMO 의 IDL 변환 알고리즘

하나의 GDMO 템플릿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며, 이 인터페
이스들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Action 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Notification
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변환 된다. 모든 속성은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한 오퍼레
이션으로 변환된다. Notification 은 이벤트 처리를 위한 오퍼레이션이 된다.
GDMO 에 정의된 모든 관리 객체 클래스는 IDL 로 전환되며 , GDMO에서 정의
된 클래스간의 상속 구조도 인터페이스에 그대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성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속성과 오퍼레이션에 대한 구현은 IT 에서 담당하면 된다.

이 두 가지 변환 외에 SNMP SMI 에 대한 변환은 4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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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Interaction Translation (IT)

ST 는 MIB 정의에 대해 CORBA IDL 로의 변환만을 제공하는데 IT 는
CORBA 도매인과 서로 다른 도매인간의 프로토콜 변환을 제공한다. 이는 매니
저에게 관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ST 를 통해 나온 IDL 에 에이
전트와 통신을 위한 해당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구현한다. 관리를 위한 프로토
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구현에 종속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IT 구현을 구
현자의 몫이다.

2.3.2

Smile 사의 컴파일러

프랑스 Smile company [20]는

JIDM 의 알고리즘에 따라 Specification

Translator 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GDIDL, SNMPIDL 그리고 IDLGD 라고 하
는 제품명으로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ASN.1, GDMO, SMI 와 IDL 를 지원한다 .

G D M O / A S N . 1

S N M P

M I B

G D I D L

S N M P I D L

I D L
Specification

I D L
Specification

I D L
Specification

I D L G D

G D M O
Specification

그림 6 : Smile 의 변환 도구들

2.3.3

UH Communications work

UH Communications [21]는 CORBA/CMIP 의 연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GDMO 를 IDL 로 바꾸는 compiler와 UHC gateway application 두 부분의 제품을
만들었다.
Compiler 는 역시 JIDM 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게이트웨이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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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4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구현하였다. 다음의 그림 7 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UHC 의 CORBA/CMIP interworking 의 구조이다 .

??Adapter Object Interface : 이 인터페이스는 OSI 의 관리 해야 된 객체에 접
근 할 수 있는 객체 참조 포인터를 얻는 일과 CORBA invocation 을 해당
하는 CMIS 요청으로 바꾸는 일과 그 반대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 ManagedObjectFactory Interface : Adapter object 에 의해 유도되는 GDM O 의
instance 를 생성한다.

?? ProxyAgent Interface : 관리 해야 된 OSI 에이전트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부
분이다 . 또 적당한 CMIS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 EventPort Interface : 이 인터페이스는 OSI 에이전트로부터 올라오는 event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이 인터페이스는 COSS event service 를 사용한다.
CORBA-based
Management Application

GDMO

IDL

GDMO
to
IDL
compiler

ORB

CORBA/CMIP
gateway
Mapping
Information

TMN agents

그림 7 : UH Comunications 의 CORBA/CMIP Interwork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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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Subrata Mazumdar’s work

Bell Lab 의 Mazumdar 는 Inter-Domain 관리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22]. 그 중 특히 CORBA 와 SNMP 간의 게이트웨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
다.
JIDM 의 ST 알고리즘에 의해 SMI 를 IDL 로 바꾸는 smi2idl 이라는 compiler
를 개발하였다. 이 compiler 는 JIDM 의 표준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다 . 또한
IT 구현에 있어 Web-based Management 를 위해 GUI 를 Java 를 이용하여 어디서
든지 Web Browser 를 이용하여 관리 할 수 있게 하였다 .
다음의 그림 8 은 Mazumdar 에 의해 개발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CORBA
매니저와 SNMP 에이전트간의 관리 시스템이다.
SNMP MIB
JIDM

SNMP
IDL
OMG
Gateway
W e b
(Java
Applet)

SNMP API

C++
Application

DII
DSI
BOA
ORB

Naming

Event

COSS

IFR

그림 8 : CORBA 도매인과 SNMP 도매인간의 관리 시스템
변환기를 통해 나온 IDL 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및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을 구현한다. 이때 게이트웨이의 구현은 CORBA 프로그래밍 기법 중 한가지인
다이나믹 기법을 사용하여 구현 한다. 또한 SNMP 에이전트와의 통신을 위해서
는 CMU 의 SNMP API 를 이용하였다 .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
함으로써 새로운 MIB 의 추가 시 단지 MIB 을 IDL 로 변환하는 작업만 해주면
된다. 모든 관리 오퍼레이션은 CORBA 의 ORB 를 통해 메니저와 게이트웨이가
통신을 함으로써 SNMP 에이전트를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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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품들과 연구들은 JIDM 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JIDM 의 연구는 OMG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서 산업계에서 통합 관
리 시스템 구축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CORBA 를 이용하여 얻
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 중 객체 지향 기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 또한
CMIP 처럼 속성과 오퍼레이션이 함께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
만 SNMP 처럼 속성만 정의되는 경우 Action 에 대한 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
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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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근 방법
이 번 장은 통합 관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통합이라 하는 것은 통합 대상의 원천 정보 모델 (Source Information
Model)을 목적 정보 모델 (Destination Information Model)로 바꾸어 주는 정보 모
델 변환과 그들 사이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기능 변환으로 이루어 진다. 본 장
은 통합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

3.1

변환과 대치를 통한 접근 방법
정보 모델 변환 (Information Model Translation)을 통한 방법과 정보 모델 대

치 (Information Model Mapping)를 통한 방법이다.

?? 정보 모델 변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원천 정보 모델을 목
적 정보 모델로 변환 (Translation)을 하여 정보 모델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원
천 정보 모델의 구문 하나 하나를 목적 정보 모델의 구문으로 변환을 하는 방
법이다 . 이 방법은 관리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받아 들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도매인 간의 성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
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IDM 의 ASN.1/SMI/GDMO 를 CORBA IDL
로 변환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6, 7].

?? 정보 모델 대치
이 방법은 관리 대상 프레임웍의 정보 모델 전체를 이미 존재하는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프레임웍의 정보 모델로 대치 (Mapping)하는 방법이다.
예로 IBM 에서 개발한 System View 라는 Agent 가 이러한 접근 방법 [26]을 택
하고 있다. SNMP 와 DMI 도매인에서 SNMP 의 속성 중 sysName 은 DMTF 의
General Information 그룹의 systemName 속성과 대치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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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매인간의 정보 모델 속성이 비슷하고 그 사용 환경이 유사해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격과 환경이 다른 도매인간의 통합 방법으로
는 적당하지 않는다 .

3.2

변환 원칙에 따른 접근 방법
한 정보 모델에서 다른 정보 모델로의 변환은 변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칙의 존재 여부 또는 변환 시 관리 의미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는 가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환을 위해 고려 할 두 가지 사항에 따라 두 가
지 원칙이 있다. 직접적인 변환과 추상적인 변환이다.

?? 직접 변환 (Direct Translation)
직접 변환 방법은 원천 모델의 관리 정보들을 정해진 변환 규칙, 즉 알고
리즘에 의해 목적 정보 모델로 구문상 변환 (Syntax Translation)을 하는 방법이
다. 이와 같은 방법은 JIDM 의 ASN.1/SMI/GDMO 를 IDL 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정보 모델과 CORBA IDL 을 분석하여 IDL 로 바꿀
수 있는 변환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용한다. 이와 같은 직접 변환 방법은 대 부
분의 경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변환
알고리즘을 얻을 수 만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추상적인 변환 (Abstract Translation)
추상적인 변환의 목적은 원천 정보 모델을 목적 정보 모델로 바꿀 경우
불 필요하거나 연관이 없는 관리 정보를 삭제하고 변환 시 손실되는 유용한
정보를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자가 외부에서 새로운 관리 정보 및 기능을
넣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즉 구문상 일대일
변환을 통한 변환 방법이 아니라 문맥상 의미(Semantic)를 부여해 변환을 하고
자 하는 것이다 [24].
직접 변환이 비교적 연관이 많은 모델을 변환할 때는 이점이 많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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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상이한 성격의 모델을 변환하고자 할 때는 각 모델의 특성에 맞는 정보
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변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변환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또는 삭제 되는 부분에 대해 관리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판단에 의한 작
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3

통합 메커니즘의 위치에 따른 접근 방법
변환 메커니즘을 관리 시스템의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두 시스

템 사이에 두는 방법과 관리 시스템의 한쪽에 시스템의 일부로 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 시스템 독립적인 접근 방법
이 접근 방법은 통합 메커니즘을 원천 또는 목적 모델의 어느쪽에도 속하
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 놓는 방법으로 JIDM 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통합 관
리를 시스템 구축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놓인 통합 메커니즘을 프락시
(proxy) 또는 게이트웨이 (gateway)라 한다.

?? 시스템 종속적인 접근 방법
이 방법은 통합 메커니즘을 시스템의 한 쪽에 삽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접
근 방법으로 보통 이 경우를 어댑터 (adapter)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관리
시스템의 크기 및 복잡성을 증가 시키고 실행 시 수행되는 각종 오퍼레이션의
수를 증가 시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대 부분의 경우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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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RBA/SNMP 통합 관리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설계
이 장에서는 실제 구현이 되어야 할 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요구 사
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접근 방법을 도출한다. 또한
도출된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한 기본 설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4.1

CORBA/SNMP 통합 관리 시스템
이 논문은 서로 다른 CORBA 와 SNMP 도매인간을 통합 관리 하기위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자 한다.
CORBA 의 ORB 를 이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객체가 같은 곳에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 위치 하고 있던지 간에 객체를 투명 (transparent)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서버 객체를 구현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수행중인 운영
체제 등을 몰라도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4, 22, 23, 24, 25].
SNMP 기반의 관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에이전트는 이미 대 부분의 컴퓨터
통신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표준 프레임웍이기 때문에 적용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CORBA 를 이용해 관리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22, 23].

?? 끝없이 변화하는 네트웍 관리 기술에 새로운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만 하는 문제를 CORBA 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객체에 필
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나 수정만을 가하면 된다. 즉 쉽게 응용 프레임웍
을 확장할 수 있다.

?? 망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위해서는 관리 정보의 교환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많은 종류의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한다
면 시스템에 종속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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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관리 시스템에
상관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CORBA 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를 함께 작성함으로 인해 후에
필요 부분에 대해 재 사용이 불 가능하고, 유지 또한 힘들어 진다. 그러나
CORBA 는 인터페이스와 관리를 위한 구현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코드 재
사용 및 효율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 CORBA 는 프로그래밍 언어사용에 독립적이다 (Independent). 즉 클라이언
트는 이식이 쉽고 간단한 Java 를 사용하고, Java 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C++을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다.

?? Web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저 비용, 손쉬운 접근성 , 이식성 및 단순함
으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Java 를 이용하고 ORB 와 통신을 함으로써 웹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CORBA/SNMP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

4.2

구현될 시스템은 CORBA 도매인과 SNMP 도매인간의 통합 관리를 위한 통
합 메커니즘 즉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게이트웨이를 구현하기 위해
CORBA 도매인의 메니저와 SNMP 도매인의 에이전트간의 관리 정보 모델과 관
리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

4.2.1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 사항

서로 다른 영역을 관리하는 프레임웍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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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영역들간의 관리 정보 (Information Model)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Operation) 통합 [7, 22, 24]및 관리 시스템의 관리 정보
및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구조 (Organization)적인 통합이 요구 된다.

?? 관리 정보 모델 (Information Model) 통합
관리 정보에 대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하는 영역들
의 관리 자원들을 매니저가 관리 가능한 관리 정보 모델로 바꾸는 것이다 . 즉
관리자가 관리 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의 정보를 사용하기위해서는 관리 자원들
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관리 기능 (Operation)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통합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관리 정보 통
합을 기반으로 매니저 시스템이 관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통
합이다 . 즉 관리해야 될 대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오퍼레이션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 관리 구조 통합
위에서 언급한 정보나 기능 통합을 원활히 수행되게 하기위해서는 이를
뒷 받침 해줄 수 있는 관리 자원들의 모델링 접근 방법 및 구문상 개념에 대
한 파악이 이루어져 한다. 먼저 모델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프레
임웍이 어떠한 모델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예로 OSI 관리
모델이나 CORBA 는 객체 지향 방법을 사용한다는 등의 접근 방법이다.
구문상 개념파악 이라는 것은 관리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무엇을 통
해 관리 정보를 기술해 나가는가 하는 것으로 SNMP 의 경우는 SNMP
Information Module (SMI)를 CORBA 의 경우는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IDL)
를 사용한다는 것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모델링 접근이나 구문상 개념 파악 등을 통해 다른 도매인간의 관리
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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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리 기능은 어떠한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다.
통합 관리를 위한 대상들의 선정이 이루어지면 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
들을 파악해 통합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중 관리 정보에
대한 것과 기능상의 통합 파악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4.2.2

게이트웨이의 관리 정보 모델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도매인간의 정보 모델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즉
CORBA 도매인의 정보와 SNMP 도매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CORBA 메니
저가 SNMP 에이전트를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단일 관리 정보, 즉 IDL 을 도출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29].

4.2.3

게이트웨이의 관리 기능

CORBA 메니저는 SNMP 에이전트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변경을 위한 오퍼
레이션이 필요하다. 즉 SNMP 의 Get/Set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두 도매인간의 사용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CORBA 메니저가
SNMP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두 도매인간
의 원활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Get/Set 에 대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외에 SNMP 에이전트에서 발생
하는 trap 또는 notification 에 대한 정보를 CORBA 메니저에게 정확히 알려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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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통합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

4.3

통합 관리를 위한 여러 접근 방법은 이미 3 장에서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 중 CORBA 도매인과 SNMP 도매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4.3.1

변환과 대치를 통한 게이트웨이의 구현 방법

CORBA 도매인과 SNMP 도매인간은 그 도매인간의 정보 모델이 서로 상이
하고 CORBA 상에 이미 관리 정보 모델로 규정한 어느 정보 모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모델 대치 방법은 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SNMP 의
정보를 CORBA 도매인의 정보인 IDL 로 변환하는 정보 모델 변환 방법을 사용
한다.

4.3.2

변환 원칙에 따른 게이트웨이의 구현

SNMP 의 정보를 CORBA 도매인의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변
환 원칙의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직접 변환에 대해 살펴보
면 SNMP 도매인의 관리 정보 모델인 SMI 를 CORBA 메니저 정보인 IDL 로
일대일 변환을 해야 한다. 이 경우 JIDM 에서 정의한 SMI 를 IDL 로 바꾸는 알
고리즘을 이용하면 자동 변환기를 만들 수 있다 [6, 27, 28].
또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추상적인 변환 방법에 대한 것이다 . 3 장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상적인 변환은 서로 상이한 정보 모델을 통합 변환하는데 아주 유
용하다 . CORBA 도매인과 SNMP 도매인의 경우도 그 관리 정보 모델이 매우
상이함으로 추상적인 변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추상적인 방
법만을 사용해서는 변환 내용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직접 변환 방식과 같이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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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직접 변환, 추상적 변환의 혼용을 통한 게이트웨이의 구현

위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두 도매인인 CORBA 와 SNMP 간의 정보 모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변환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즉 변환기를 이용하
여 SNMP SMI 를 CORBA IDL 로 직접 변환을 하게 되면 SMI 에 정의된 모든
Group, table 그리고 속성들은 IDL 에서 정의되는 인터페이스와 속성들로 표현
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직접 변환을 통해 나온 IDL 이 CORBA 의 사용 환경
과 구문상 속성을 모두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직접 변환 알고리즘은 객체 지향 기법의 상속이나 객체간의 관계 등
객체 지향 기법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SMI 에 정의되
어 있는 group, table 그리고 속성들을 CORBA IDL문법에 맞게 정의한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SNMP 는 기본적으로 명확히 action 을 취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정
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를 위
해 필요시하는 명확한 action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들어 있지 못하게 된다. 그
렇기 때문에 매니저는 단순히 SNMP 에서 지원하는 Get/Set 의 오퍼레이션만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SMI 를 IDL 로 직접 변환 함으로써의 한계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
용을 통해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사용
자가

파악하여 필요 부분이나 유용한 정보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SMI 를

IDL 로 바꾸었을 때 CORBA 매니저는 보다 유용한 정보 모델을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SNMP 도매인을 관리 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
이 추상적 변환 방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메커니즘인 게이트웨이의 구현 또한 이러한 직접 변

환과 추상적 변환의 혼용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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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메커니즘인 게이트웨이의 기본 설계

4.4

CORBA/SNMP 두 도매인간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게이트
웨이는 4.2 와 4.3 에서 알아 보았듯이 정보 모델 변환을 기반으로 직접 변환
원칙과 추상적 변환 원칙을 혼용한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4.4.1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SNMP SMI
Definition

SMI->IDL
Translator

Intermediate
IDL
File

User
Interface

CORBA IDL
Definition

User
Information

그림 9 :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구조
사용자에게서 원천 파일을 입력 받아 목적 모델로 바꾸기 위한 변환 모듈
과 모듈을 통해 나온 정보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 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성 된다.
변환 모듈과 사용자 상호 작용을 거쳐 원하는 정보 모델을 만들어 낸다.
변환 모듈은 변환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 모듈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
한 부분은 관리자의 수동작업을 통해 이루어 진다. 다음 절에서 각각의 변환
모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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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변환 모듈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SNMP MIB 을 CORBA
IDL 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이 변환 모듈은 JIDM 에서 정의한 SMI 를 IDL 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29].
4.4.1.1.1.

SNMP MIB 을 CORBA IDL 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변환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S N M P
M IB

S M I - > I D L
Compiler

M A C R O s

ASN.1 types

Trap(Notification)

IDL
file

그림 10 : SMI 를 IDL 로 바꾸는 기본적인 변환 구조
기본적인 SNMP 의 데이터 타입, 매크로 그리고 trap 에 대한 것은 CORBA
IDL 로 변환한다. 그림 10에 나와 있듯이 다음과 같은 기본 알고리즘을 따른다 .

?? 모든 SNMP group 은 IDL 인터페이스가 된다. group 에 정의된 스칼라 데이
터 타입은 객체 클래스의 속성이 된다.

?? SNMP 테이블은 IDL 인터페이스가 된다. 테이블에 정의된 열 변수들은 해
당 클래스의 속성으로 정의 된다.

?? SNMP trap 은 CORBA 의 이벤트 서비스를 통해 정의 된다.
이외 두 도매인간의 연동에 이용하기 위한 COSS 정보를 삽입한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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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6]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 객체를 찾기 위한 Naming 서비스 [17]정보
들이 들어가게 된다.
위의 기본 구조와 알고리즘을 좀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그림 11과 같고,
변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7, 29].
MIB

Trap
(Notification)

Group

Table

Translator

CORBA
Events

Single instance
variable

Table
entry

Table
entry

IDL attribute

IDL interface

IDL interface

그림 11 : SMI 의 Group, table 그리고 Trap 에 대한 변환 알고리즘

SNMP MIB

CORBA IDL

MIB

Module

Group

Interface

Variable of a group

Attribute of its interface

entry of a table

Interface

Variable of a table

Attribute of its interface

표 1 : SMI 의 Group, table 그리고 Trap 에 대한 IDL 변환 내용
다음 절에서 SMI 를 IDL 로 바꾸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 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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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2.

SMI 를 IDL 로 바꾸는 변환 알고리즘

SMI 를 IDL 로 바꾸는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위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타입, 매크로 그리고 trap 에 관한 처리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ASN.1 타입에
대한 변환 알고리즘은 [7]을 따른다. SMI 에는 여러 종류의 매크로가 정의 되어
있다. MODULE-IDENTITY, OBJECT -IDENTITY 와 TEXTUAL-CONVENTION 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대일 매핑에 의한 것이므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생략
하고 변환 예를 표 2를 통해 살펴 보겠다.
SNMPv2 Macro

IDL

Test MODULE-IDENTITY
L A S T - U P D A T E D “9 8 1 1 2 5 ”
O R G A N I Z A T I O N “DPE Lab”
C O N T A C T - I N F O “y m k a n g ”
D E S C R I P T I O N “ … … … … ..”
::= {experimental 555}

c o n s t s t r i n g m o d u l e i d e n t i t y = “ T e s t ”;
c o n s t s t r i n g T e s t = “ M I B : : T e s t” ;

TestSets O B J E C T I D E N T I F I E R
::= { Test 1 }
Test999 OBJECT-IDENTITY
STATUS current
D E S C R I P T I O N “… … … … … ”
::= { TestSet 1 }

const A S N 1 _ ObjectIdentifier TestSet =
“ M I B : : T e s t S e t” ;
const A S N 1 _ ObjectIdentifier Test999 =
“MIB::Test999”;

TimeStamp ::= TEXTUAL-CON
VENTION
STATUS current
S Y N T A X TimeTicks

typedef TimeTicksType TimeStampType;

표 2 : MODULE-IDENTITY, OBJECT -IDENTITY 와 TEXTUAL-CONVENTION 의
변환 예
다음으로 SMI 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매크로인 OBJECT-TYPE 과
NOTIFICATION-TYPE 에 대한 변환 알고리즘을 알아 보겠다.

?? OBJECT-TYPE Macro : 이 매크로는 테이블 , 테이블 entry 그리고 SMI 의
변수들을 정의하는데 쓰이는 매크로로 가장 많이 쓰인다.
1. 각 그룹과 테이블 entry 에 대한 interface 를 정의한다 .
2. 그룹 내의 변수나 테이블 내의 변수들은 해당 interface 의 속성으로 정의
된다.
?? IDL 내 속성의 타입은 OBJECT-TYPE 매크로의 SYNTA X 절로부터 유
도 된다.

29

?? 속성의 mode 는 (MAX-)ACCESS 절로부터 유도 된다.
3. DESCRIPTION 절은 주석문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표 3은 OBJECT -TYPE 매크로의 테이블 entry 에 대한 변환 예이다.
SNMPv2 Macro
TestEntry O B J E C T - T Y P E
S Y N T A X TestEntry
MAX-ACCESS not-accessible
STATUS current
D E S C R I P T I O N “… … … … … ”
::= { TestTable 1 }

IDL
interface TestEntry {
readonly attribute Integer32Type TestIndex ;
readonly attribute DisplayStringType TestStr
r e a d o n l y a t t r i b u t e I n t e g e r 3 2 T y p e T e s t V a l u e;

TestEntry ::= SEQUENCE {
TestIndex Integer32,
TestStr DisplayString,
TestValue Integer32,
TestStatus RowStatus
}

readonly attribute RowStatusType TestStatus;
}

표 3 : OBJECT-TYPE 의 변환 예
?? NOTIFICATION-TYPE

Macro

:

이

매크로는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trap(notification)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
1. Notifications 와 PullNotifications 라는 두 개의 interface 를 정의함으로써
push/pull event communication 에 이용한다 .
2. 각각의 interface 내에 ip address, community name, event time 을 속성으로 정
의한다 . Notification 의 경우 “in” mode 로 정의하고 PullNotifi cation 의 경우
“out” mode 를 이용하여 정의 한다.
다음의 표 4는 위에서 정의한 NOTIFICATION-TYPE 매크로의 변환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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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Notification
Macro

Linkup NOTIFICATION-TYPE
O B J E C T { i f I n d e x}
STATUS current
D E S C R I P T I O N “… … … … … … … … … … … … .. ”
::= { s n m p T r a p 4}
Module SNMP {
… ..
struct IfIndexType {
A S N 1 _ ObjectIdentifier var _name;
ASN1_Integer
v a r_ v a l u e ;
}
s t r u c t L i n k U p T y p e = { I f I n d e x T y p e i f I n d e x ; };

IDL
interface Notifications {
v o i d l i n k u p ( i n A S N 1 _O b j e c t I d e n t i f i e r s r c _ p a r t y ,
i n A S N 1 _O b j e c t I d e n t i f i e r s n m p_ c o n t e x t ,
i n S N M P v 2 T C : :T i m e S t a m p T y p e e v e n t _ t y p e ,
in LinkUpType notif_info );
};
};

표 4 : NOTIFICATION-TYPE 매크로의 변환 예
4.4.1.1.3.

JIDM 변환 알고리즘의 한계

JIDM 의 정보 모델 변환 알고리즘은 게이트웨이 구현에 필요로 하는 정보
들과 각 클래스 및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 등을 잘 정의하여 놓았다 . 하지만 이
변환 알고리즘이 최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27]를 해
볼만 하다. 그러나 여러 문제 중에서도 CORBA 도매인의 환경 및 속성을 잘
표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열거를 하
면 아래와 같다.

?? 첫번째로 객체 지향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JIDM 의 변환 알고리즘은
CORBA 객체를 생성하나 객체 지향 기법에서 가장 먼저 논하는 객체들간
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group 이나 테이블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을
단지 클래스로 정의만 할 뿐 상위 클래스에 대한 정의 및 각 클래스간의
연결성에 대한 점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객체 지향적인 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 CORBA 도매인 환경에서는 JIDM 의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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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action 에 대한 문제이다. SNMP 는 에이전트에게 명확히 action 을
가할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SNMP set 오퍼
레이션을 통해 어떠한 action 을 취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action
invocation [3]이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명확한 오퍼레이션 호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RBA 도매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CORBA 도매인은 명확한 오퍼레이션 호출로 action 을 취하는데 반해
JIDM 의 변환 방법을 통하게 되면 일반적인 속성들과 action invocation 을
위한 속성들 사이의 구분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CORBA 매니저는 명확한
action 오퍼레이션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명확히 action 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면 사용자는 일반적인 속성과의 명확한 구분과 SNMP 에이
전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룰 수 있다.

4.4.1.2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은 위 절에서 정의한 변환 모듈과 사용자 인터페
이스 모듈을 이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4.4.1.1.3 절에서 논한 변환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듈이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IDL 내
용을 사용자가 수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이 작업은 많은 양의 작업
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IDL 은 클래스
구조와 데이터 타입 및 속성들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논한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한 부분만을 해결 해 주면 된다.

?? 새로운 Superclass 의 정의 : 이 정의는 목적 정보 모델을 보다 더 객체 지
향적인 특성을 가진 정보 모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몇 몇의 객체 클래스들을 살펴보면 포함하고 있는 속성들이 성격은
같으나 이름이 틀린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 속
성들을 묶어 상위 클래스로 정의하게 되면 공통의 속성들을 이용하는 객
체들은 이 공통의 속성을 묶어 정의한 상위 클래스를 상속 받아 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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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주로 이렇게 공통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은 이름을 표현하는 부
분, 설명 부분, 상태 표현 등의 부분이 주로 속하게 된다. 이렇게 공통부분
에 대한 상위 클래스를 정의함으로써 객체 확장에 이용될 수 있는데 새롭
게 추가가 되는 클래스들은 상위 클래스를 단순히 상속 받음으로써 클래
스를 구성할 수 있다.

?? SNMP 의 action 은 어떤 속성의 값을 set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명확한
action 오퍼레이션을 요구하는 CORBA 도매인에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속성 값을 변경시킬 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매니
저도 그 속성을 보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 action 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 하고자 하고 그 컴퓨터의 관리 속성
인 CPUaction 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속성 CPUaction 의 값이 1 또는 2, 3, 4
로 set 됨에 따라 어떤 암시적인 action 이 수행 된다고 하면 관리자(사용자 )
는 CPUaction 이라는 속성 정의만을 보고서는 action 을 취하는 속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action 을 취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속성과 구별하기란 힘
들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리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enable(),
disable(), lock()그리고 unlock()등의 명확한 오퍼레이션을 매니저 부분에 정
의하여 삽입할 수 있다면 CPUaction 을 1 로 setting 하는 것을 enable()이란
메쏘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한다면 매니저는 명확한

action 오퍼레이션을

취할 수 있으면서 다른 일반적인 속성들과의 구분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라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지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다음의 그림 1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IDL 파일을 새로 만들어 내는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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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변환 구조

4.4.1.3

객체 지향 모델 구축 방안

변환기를 통해 나온 CORBA IDL 을 보다 CORBA 환경에 적합하기 위해
4.4.1.2 에서 언급한 내용을 추가하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즉 객체 지향 모델
링을 위해서는 객체들의 상속(Inheritance)과 집합(Aggregation)관계를 표현해 주
어야 한다 [28].
(1) 객체들을 추출 : CORBA IDL 에서 정의되는 모든 객체들을 정리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모든 객체들의 속성들을 정리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action invocation 을 위한 속성들
을 찾아 적당한 메쏘드로 정의를 함으로써 CORBA 메니저가 명확한 action
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객체들간의 상속(Inheritance) 정의 : 정리 된 객체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다
음을 찾아낸다. 즉 공통의 속성들이다. 이름은 틀리나 의미와 기본 타입이
같은 공통적인 속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의 속성을 묶어 상
위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 객체들은 새롭게 정의한 상위 클래스를
상속 받도록 한다.
(3) 집합(Aggregation)관계 정의 : (2)의 과정에서 정의가 되지 않은 객체들은 집
합 관계로 표현을 함으로써 객체들간의 구성을 정의해 준다. 이처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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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통해 객체들은 상속이나 집합 등의 연결 관계가 정의 되어 지므로
보다 객체 지향적인 정보 모델을 갖게 된다.
(4) CORBA IDL 의 수정 : 위에서 정의한 상속이나 집합 관계를 Object Modeling
Technique (OMT) [28]로 표현함으로써 쉽게 새로운 IDL 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3 은 위에서 정의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

Identifying Object

Define Inheritance
Relationship

Define Aggregation
Relationship

CORBA IDL
Definition

그림 13 : 객체 지향 모델의 구축 과정
4.4.1.3.1.

객체 지향 모델의 구축 예

직접 변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CORBA 환경에 적합한 정보 모델 변환
의 예를 살펴보기 위해 RFC1213 을 기반으로 한 Sun Workstation MIB 을 대상으
로 하겠다 .
Sun MIB 은 RFC1213 에서 정의한 system, interface, ip, icmp, tcp, upd 와 snmp
group 외에 sun system 관리를 위한 sunSystem 과 SunHostPerf 그룹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 14 는 직접 변환기를 통해 나온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을
OMT notation 으로 표현한 것이다 . 그림에서 보듯이 객체간의 상속이라든가 하
는 개념은 볼 수가 없다. 단지 Sun MIB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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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관계만이 표현된다.
ip

system
sysDescr : string
s y s O b j e c t I D : oid
s y s U p T i m e:T i m e T i c k s
s y s N a m e : string
...

ipForwarding:integer
ipDefaultTTL:integer
i p R e a s m T i m e: i n t e g e r
i p R e a s m R e q d s :counter
…

sunHostPerf
r s U s e r P r o c e s s T i m e: C o u n t e r
r s N i c e M o d e T i m e: C o u n t e r
rsIdleModeTime:Counter
rsDiskXfer1:Counter
...

Sun

interfaces

sunSystem

ifIndex:integer
ifDescr : string
ifType : integer
ifSpeed : Gauge
...

agentDescr:string
hostID : string
motd : string
unixTime : Counter
...

그림 14 : 직접 변환을 통해 나온 객체 모델
직접 변환기를 통해 나온 IDL 을 통해 각각의 인터페이스와 속성들을 정
리해 보면 Counter 타입의 In/Out 속성들이 각 그룹마다 대칭적으로 정의가 되
어 있다. 특히 이들 중 몇몇은 여러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 기본
타입도 같다. 이러한 속성을 묶어 일반적인 In/Out 인터페이스의 메쏘드로 정
의를 하여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이를 상속 받아 쓰도록 한다.
또한 read-write 속성 중 action 을 위한 것들은 메쏘드로 정의를 한다. 예로
ip 그룹의 ipForwarding 속성은 1, 2 로 setting 을 함에 따라 Forwarding 또는
not_Forwarding 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Forwarding()과 not_Forwarding() 메
쏘드로 정의를 하여 CORBA 메니저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15 의 OMT notation 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것 중 일부분을
보여 준다. Appendix A 는 새로운 IDL 의 정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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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In/Out
Packets : counter
U c a s t : counter
N u c a s t : counter
Discards : counter
Errors : counter
...

interfaces

sunHostPerf

ip

i f N u m b e r :integer
ifIndex : integer
ifDescr : s t r i n g
i f T y p e : integer
…

i p F o r w a r d i n g:integer
i p D e f a u l t T T L :integer
i p R e a s m T i m e :integer
i p R e a s m R e q d s :counter
…

s y s t e m P r o c e s s T i m e: c o u n t e r
I d l e M o d e T i m e:counter
N i c e M o d e T i m e:counter
Diskxfer1 : counter
…

Forwarding()
not_Forwarding()

sunSystem
agentDescr : s t r i n g
h o s t I D : string
motd :string
U n i x T i m e:counter

그림 15 : 객체 지향 모텔의 구축 예

4.4.2

상호 연동 변환의 기본 구조

CORBA/SNMP 도매인간의 통합 관리를 위한 상호 연동 변환의 목적은
CORBA 메니저에서 정보 모델 변환으로 얻어진 SNMP MIB 객체를 이용하여
SNMP 도매인 관리를 위한 오퍼레이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9].
CORBA 메니저는 ORB 를 통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인 Get/Set 을 호출하며,
통합 메커니즘인 게이트웨이는 이를 받아 SNMP Get/Set 을 호출함으로써 두 도
매인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케 한다.
또한 SNMP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Trap 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오퍼레
이션의 수행과 반대로 게이트웨이가 이를 받아 CORBA 메니저에게 알려 주어
야 한다. 이러한 기능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의 그림 16과 같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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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 get/set

SNMP GET/SET

SNMP
Agent
CORBAbased
Manager

O
R
B

Notification
Service

SNMP/
CORBA
Gateway

Trap

Notification(trap)
handler

그림 16 : 상호 연동 변환의 기본 구조
두 도매인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 게이트웨이는 3 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로 구성이 된다.

?? 관리 할 대상의 객체를 찾는 MIB Repository

?? CORBA 매니저 어플리케이션과 SNMP 에이전트 사이의 오퍼레이션을 수
행하는 Request Management

?? SNMP 에서 발생하는 Trap 을 CORBA 이벤트로 바꾸어 매니저에게 알려주
는 Trap Management 이다.

아래의 그림 17은 이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이 된 게이트웨이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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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게이트웨이의 구조와 구성요소- MIB Repository, CORBA Request
Management, SNMP Trap Management

4.4.2.1

MIB Repository

MIB repository 는 게이트웨이에서 다룰 수 있는 정적인 MIB 구조를 제공한
다.
MIB 의 그룹, 테이블 및 속성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리스트는
CORBA 의 Naming service [17]를 이용하여 구성하거나 Object Factory 를 정의하
여 구현할 수 있다. Object Factory 는 관리 해야 될 모든 객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요구를 하게 되면 객체의 참조 포인터를 리턴 한다. MIB repository 는 다
음의 기능을 제공한다.
?? 특정 SNMP 에이전트 접근을 위해 CORBA 도매인 내에서 MIB 에 접근하
기위한 접근 생성 및 운용을 제공한다. 즉 어떤 특정 에이전트의 정보를
액세스하기위해 CORBA 매니저는 게이트웨이에게 특정 에이전트의 MIB
을 요청해야 하고, 게이트웨이는 Naming tree 또는 Object Factory 를 이용하
여 MIB 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참조 포인터를 생성해 주며, 매니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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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참조

포인터를 이용하여 관리 대상이 되는 에이전트에게 요청

(Request)을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어 올 수 있게 된다.

4.4.2.2

CORBA 요청 관리

CORBA 요청 관리 부분은 CORBA 로부터의 요청을 SNMP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하는 부분이다.
매니저가 일단 게이트웨이의 naming service 를 통해 객체 참조 포인터를
얻게 되면 매니저는 해당 객체 참조 포인터를 이용하여 SNMP 에이전트 변수
에 대해 get/set 오퍼레이션을 부를 수 있고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4.4.2.3

SNMP trap 관리

Trap 관리 부분은 SNMP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trap 정보를 CORBA 의
event 서비스를 이용해 CORBA 도매인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인 기능은
Event 채널에 대한 참조 포인터를 얻어 event 채널과 바인딩 후 event 를 기다
리게 된다.

4.4.2.4

Naming Service 를 이용한 객체 접근

MIB repository 는 SNMP MIB 을 naming tree 로 구축하여 관리 한다. 일단
naming tree 가 구축이 되면 클라이언트는 관리 대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도 되며, 여러 클라이언트에 의해 공유가 될 수 있다. Naming tree 구축은
루트를 MIB 이라 하는 잘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다음 노드는 관
리 에이전트들의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MIB tree
는 여러 에이전트를 관리 할 수가 있다 [29, 30]. 각각의 호스트 이름 아래는
관리 할 MIB 과 MIB 의 그룹, 테이블, 테이블 entry 로 구성 될 수 있도록 계
층을 만든다. 다음의 그림 18은 naming tree 의 구축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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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 Root

amazon

volga

...

tigris

MIB2

MIB a

system

interface

...

...

MIB n

ipAddrEntry

그림 18 : Naming Tree 의 구축 예

4.4.2.5

Object Factory 를 이용한 객체 접근

Object Factory 는 관리 할 모든 객체를 보관하는 곳이다. Naming service 를
이용할 경우 Naming server 에 의해 객체 참조 포인터를 얻어 오는 것에 반해
Object Factory 를 이용할 경우는 Object Factory 에게 객체 참조 포인터를 요구하
면 관리 대상의 객체를 생성, 소멸한다 . Naming service 를 이용할 경우 Naming
server 를 같이 구동을 해야 하나 Object Factory 를 이용할 경우는 Object Factory
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다른 서버를 구동할 필요가 없어 진다.

4.5

정보 모델 변환 방법의 비교
이 절은 CORBA/SNMP 또는 CORBA/CMIP 의 통합 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

를 행하고 있는 JIDM 의 표준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보 모델 변환 방법과
비교를 해보겠다.
JIDM 의 Specification Translation (ST)는 잘 정의된 변환 알고리즘이나 단순
히 SNMP MIB 을 CORBA IDL 로 변환하는 부분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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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향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SNMP 의 action 을 정의하는 속성
에 대한 구별도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는 명확한 action 을 수행할 수 없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Super class 의 정의와 action 을 나타내
는 속성에 대해 CORBA 메쏘드로 정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SNMP
MIB 을 보다 객체 지향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공통의 속성을 묶어 새로운 클래스로 정의를 함으로써 MIB 에 새로운 그
룹 또는 Table 의 추가 시 공통의 속성을 제외한 특정 속성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속을 받음으로써 쉽게 정보 모델을 확장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action 에 대한 부분도 CORBA 메쏘드로 명확히 구분을 짓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반적인 SNMP 의 관리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과도 쉽게 구별을 지
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action 을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의 표 5 는 비
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접변환과 추상적변환의

JIDM 의 직접 변환 방법

혼용 방법
객체 지향의 특성

SNMP 의 Action

공통의 특성을 묶어 새로운

그룹이나 Table 을 객체로만

Super class 를 정의함으로써

정의 하기 때문에 객체 지

보다 상속등의 객체지향 특

향

성을 반영.

반영하지 못함.

명확한

기법의 어떠한

특성도

메쏘드로

Action 을 나타내는 속성이

정의를 하기 때문에 메쏘드

다른 속성과 구별되지 않는

호출로 Action 을 수행 가능

다.

CORBA

표 5 : 정보 모델 변환 방법의 비교
표준에 나와있는 모든 COS service 를 이용할 수 없어 모든 기능을 표현하
기 위한 Interaction translation 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Event service 만을 이용하였다. Naming service 의 이용 부분은 보다 간단한
MoFactory 를 정의함으로써 구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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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통합 관리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현

5.

앞 장에서 CORBA/SNMP 통합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
해 설명하였다. 이 장은 위에서 정의한 접근 방법을 통해 어떻게 통합 관리 시
스템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구현하였는가 설명한다.

구현 환경

5.1

게이트웨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Solaris 2.5 를 운영 체제
로 쓰는 Sun Ultra 1 을 이용하였다 .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은 컴파일러 생성 툴인
flex 와 yacc [31]을 이용 SnmpIDL 이라는 SMI 를 IDL 로 바꾸는 컴파일러를 구
현하였다.
상호 작용 변환을 위한 모듈은 CORBA 와 C++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상호 작용 변환의 3 가지 구성 요소들은 CORBA IDL 로 정의하였다 . 그리고
CORBA 제품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IONA Orbix 2.3 [32]를 이용하였
다.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구현

5.2

SMI 를 IDL 로 모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선 SMI 에 대한 어휘 분석과
구문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33]. 여기서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 테이블에
구문 분석을 통해 나온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IDL 파
일을 생성하게 된다.
어휘 분석을 위해서는 flex 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다음의 코드는 어휘
분석을 위해 정의한 일 부분이다.
…
%%
<INITIAL>"[C]"

return BOXC_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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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S]"

return BOXES_SYM;

<INITIAL>{WHITESPC}+ { COUNT_NEWLINES (myLineNoG, yytext);}
<INITIAL>"."

return DOT_SYM;

<INITIAL>","

return COMMA_SYM;

…
/*OBJECT-TYPE 에 대한 lexical unit 정의 */
<INITIAL>OBJECT-TYPE

return OBJECTTYPE_SYM;

<INITIAL>OBJECTS

return OBJECTS_SYM;

<INITIAL>SYNTAX

return SYNTAX_SYM ;

<INITIAL>ACCESS

return ACCESS_SYM;

<INITIAL>MAX-ACCESS

return MAXACCESS_SYM;

<INITIAL>STATUS

return STATUS_SYM;

<INITIAL>DESCRIPTION

return DESCRIPTION_SYM;

…

다음은 구문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SMI 의 Macro 에 대한 production rule 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기본적인 SMI 모듈의 rule 은 아래와 같다.
<ModuleDefinition> ::= <ModuleIdentifier> DEFINITIONS
<TagDefault> ::= BEGIN
<ModuleBody>

END

<ModuleIdentifier> ::= <modulereference> <DefinitiveIdentifier>
<TagDefault> ::= EXPLICIT TAGS | IMPLICIT TAGS |
AUTOMATIC TAGS | empty
<ModuleBody> ::=
<Exports> <Imports> <AssignmentList> | empty
<Exports> ::=

EXPORTS <SymbolsList> ; | empty

<Imports> ::=

IMPORTS <SymbolsImported> ; | empty

<SymbolsImported> ::= <SymbolsFromModuleList> |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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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sFromModuleList> ::=
<SymbolsFromModule> | <SymbolsFromModuleList> <SymbolsFromModule>
<SymbolsFromModule> ::=
<SymbolList> FROM <GlobalModuleReference>
<GlobalModuleReference> ::= <modulereference AssignedIdentifier>
<SymbolList> ::= <Symbol> | <SymbolList> , <Symbol>
<AssignmentList> ::=
<Assignment> | <AssignmentList> <Assignment>
여기에 SMI 에서 지원하는 매크로에 대한 production rule 을 삽입하여 yacc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아래의 코드는 이러한 매크로를 삽입한 yacc 프로그램

의 일 부분이다.
…
ModuleDefinition:
ModuleIdentifier
DEFINITIONS_SYM
TagDefault { modulePtrG->tagDefault = $3; }
GETS_SYM
BEGIN_SYM
ModuleBody
END_SYM
{
modulePtrG->modId

= $1;

…
SnmpObjectTypeMacroType:

/*OBJECT-TYPE Macro*/

OBJECTTYPE_SYM
SYNTAX_SYM Type
SnmpAccess
STATUS_SYM Snmp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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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DescrPart
SnmpReferPart
SnmpIndexPart
SnmpDefValPart
{
SnmpObjectTypeMacroType *s;
SetupMacroType (&$$, MACROTYPE_SNMPOBJECTTYPE, myLineNoG);
s = $$->basicType->a.macroType->a.snmpObjectType =
MT (SnmpObjectTypeMacroType);
…

위의 과정을 거쳐 IDL 코드를 만드는 C 프로그램에 의해 모듈이름을 갖는
IDL 파일이 생성되게 된다. 다음의 Appendix A 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RFC1213 에 대한 IDL 파일의 내용을 보여 준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의 상호 작용 부분이 첨가 된다. 즉 IDL 파일을 보다 CORBA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4.4.1.2 에서 정의한 부분을 추가한다. SMI 에서 정의되어
있는 속성들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상위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리고

implicit 한 action 을 명확한 CORBA 메쏘드로 바꾸어 준다.

상호 연동 변환의 구현

5.3

4.4.2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연동을 위해서는 3 가지 구성 요소들로 구현이
된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IDL 로 정의하여 IDL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되는
C++코드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 모듈을 구현한다. 다음의 IDL 은 구성 요소들
의 IDL 을 나타낸 것이다.
Module SnmpFactory {
Interface MoFactory {
Object create (in string name);
Void delete (in object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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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은 MIB Repository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 대상의 객체에 대해
MoFactory 인터페이스를 통해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이용하
여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Interface RequestManagement {
Any get_a_variable ( in ScopedName p_var_scoped_Name, in EntryIndex p_var_index )
Raises ( SnmpProtocol::NoSuchVariable, SnmpProtocol::NoSuchObject,
SnmpProtocol::ProtcolError );
Void set_a_variable (in ScopedName p_var_scoped_Name,in EntryIndex p_var_index,in any
p_var_new_value )
Raises ( SnmpProtocol::NoSuchVariable, SnmpProtocol::NoSuchObject,
SnmpProtocol::ProtcolError );
Void list_mib_entries(in ScopedName p_entry_scoped_name, in long p_how_many,
Out EntryIndexList p_entry_index_list,
Out SnmpProtocol::GetNextEntryIterator p_entry_name_list_itr)
Raises ( SnmpProtocol::NoSuchSmiEntry, SnmpProtocol::NoSuchObject,
SnmpProtocol::ProtcolError );
Boolean is_mib_entry_exist( in ScopedName p_entry_scoped_name )
Raises ( SnmpProtocol::NoSuchSmiEntry, SnmpProtocol::ProtcolError );
Boolean is_mib_module_supported( in string p_smi_module_name )
Raises ( SnmpProtocol::NoSuchSmiModule, SnmpProtocol::ProtcolError );
};

이 IDL 은 CORBA 매니저가 기본적인 Get/Set 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
하게 해 주는 인터페이스 정의이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NMP Trap 관리를 위
한 IDL 의 정의이다 .
Module SnmpNotification {
Interface NotificationConsumer
{ readonly attribute long trap_port_id;
long connect (in Object ref);

47

void disconnect (in long trap_port_id); };
interface NotificationSupplier
{ readonly attribute long trap_port_id;
readonly attribute string mgr_ip_address;
void disconnect();};
};

5.4

게이트웨이의 이용
정보 모델 변환과 상호 작용 변환을 통해 구현 된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쓰이는가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다음의 그림 19 는 매니저가 어떻게 관리 객체
에 대한 참조 포인터를 얻어오고 요청을 보내는지 보여준다.

SNMP

SNMP
Agent

3. get()/set()

CORBAbased
Manager

CORBA Request
Management Module

Trap

1. b i n d ( )
2. create()

Notification
Service

SnmpMoFactory

Notification(trap)
handler

그림 19 : 게이트웨이의 이용 예
우선 MoFactory 에 바인더하여 객체 참조 포인터를 얻은 다음 얻고자 하는
관리 정보를 요청하면 된다. 다음의 코드는 MIBII [34]의 시스템 그룹에 대해
속성들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위의 그림에 따른 step 별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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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Factory_var var;
CORBA::Object* ptr;
RFC1213_MIB::system* ptr2;
Char* host_name="tigris ";
Char* community="public";
//Step 1
var = snmpMOProxyFactory::_bind();
//Step2
ptr = var->create("system");
ptr2= RFC1213_MIB::system::_narrow(ptr);
//Step3
ptr2->host(host_name); // assign host value
ptr2->community(community); // assign community value
//Step4
cout << "sysName= "<< ptr2->sysName() << endl;
cout << "sysContact= "<< ptr2->sysContact() << endl;
cout << "sysDescr= "<< ptr2->sysDescr() << endl;
cout << "sysObjectID= "<< ptr2->sysObjectID() << endl;
cout << "sysLocation= "<< ptr2->sysLocation() << endl;
cout << "sysServices= "<< ptr2->sysServices() << endl;
}
ptr-> delete( ptr2);
…
첫 번째 단계로 factory 에 바인딩을 해 관리 대상 객체를 생성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 그룹에 대한 포인터를 얻는다. 세 번째 단계는 호스트 이
름과 community 값을 넘겨 줌으로써 에이전트에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그룹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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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계획
오늘날 같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웍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
다.
효과적이며 안정된 관리를 위해 많은 곳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표준들은 특정 관리 영역에만 쓰이므로 인해 다양한 표준을 양산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날로 커져만 가는 네트웍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
의해 봄으로써 통합에 필요한 요소와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현 된
게이트웨이는 정보 모델 변환과 상호 작용 변환 둘 다를 지원함으로써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만족시킨다. 또한 여러 접근 방법들의 장점을 포함하는
구현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다.
JIDM 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 변환과 상호 작용 변환이 표준으로 나와
있지만 , 정보 모델 변환의 경우 직접 변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CORBA 도매인 환경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CORBA 환경에 친화적인 정보 모델 변환 방식을 사용
하고, 간단하면서도 모든 기능을 표현 할 수 있는 상호 작용 변환 방법을 제시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게이트웨이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제공을 보이기
위해 한국 통신 과제인 “웹 기술을 이용한 TMN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
에 적용을 함으로써 CORBA 매니저가 쉽게 SNMP 에 접근하여 정보를 액세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게이트웨이는 CORBA 와 SNMP 만을 고려 하
였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OSI 의 CMIP 도 관리 대상이
될 경우 또는 그 외의 proprietary 한 대상들도 추가가 될 경우 각각의 게이트웨
이에 대한 구현 방법과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를 매니저가 효과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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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중간층, 즉 Proxy coordinator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CORBA 가 아닌 non-CORBA 를 이용한 구현과 비교를 위한 prototype 의 정의
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정형화된 방법을 찾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51

참고 문헌
[1] 박성욱 “웹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웍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Masters
Thesis, POSTECH GSIT 1998.
[2] OSI,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Systems Managment
Overvi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on, June 1991.
[3] W, Stallings, SNMP, SNMPv2 and RMON, 2nd Edition, Addison-Wesley, 1996.
[4] OMG. The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and Specification Revision
2.0. OMG, July 1995. OMG TC Document.
[5] ITU-T Recommendation M.3100: Principles for a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 International standard, 1992.
[6] Joint-Inter-Domain Working Group, X/Open and Network Management Forum,
“CORBA/TMN Interworking”, May 1998.
[7] Open Group, “Inter-Domain Management:Specification Translation-intro”,
http://www.opengroup.org/onlinepubs/8349099/chap01.html , 1997.
[8] Manfred R.siegl, “What is Network Management?” Comp uting Services, University of
Technology, Vienna.
[9] J. Case, M. Fedor, M. Schoffstall and C. Davin,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RFC 1157, May 1990.
[10] Case, J., McCloghrie, K., Rose, M., and Waldbusser, S., “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for version 2 of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2)”, RFC
1902, April 1993.
[11] U. Blumenthal, B. Wijnen, “ User-based Security Model (USM) for version 3 of the

52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3)”, RFC 2274, January 1998.
[12] A. Leinwand and K.F. Corney. “Network Management: A Practical Perspec tive”, 2nd
Edition, pp 145-192, Addison-Wesley, 1996.
[13] DMTF, “DMI 2.0 Specification”, http://www.dmtf.org/tech/specs.html .
[14] Sean Baker, “CORBA Distributed Objects Using Orbix”,Addison-Wesley, 1997.
[15] OMG, CORBAservice: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OMG Document
Number 95-3-31, March 1995.
[16] OMG, CORBAservice:EventService Specification,
http://www.omg.org/corba/sectrans.htm March 1995.
[17] OMG, CORBAservice:Naming Service Specification,
http://www.omg.org/corba/sectrans.htm March 1995.
[18] ISO/IEC, CCITT, Specification of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ASN.1), ISO/IEC
8824, CCITT Recommendation X.208, 1998.
[19]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Open Systems
Interconnection-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GDMO), ISO/IEC IS
10165-4, June 1992.
[20] Smile Company, http://www.orbycom.fr/products.html.
[21] UH Communications, http://www.login.dknet.dk/uh/products .html.
[22] Subrata Mazumdar, “Inter-Domain Management between CORBA and SNMP”
DSOM’96, L’Aquila, Italy, October 1996.
[23] Paul Haggerty, Krishnan Seetharaman, “CORBA-Based Network Management”,
Communication of the ACM, pp 73-79, October 1998.

53

[24] Qinzheng Kong, Graham Chen, “Integrating CORBA and TMN Environments” CiTR
Technical Journal-Volume 1,
http://www.citr.com/02.TechnicalJournal/01.Volume_1/01.Papers/TechnicalJournal.html .
[25] Wang-Chien Lee, Gail Mitchell, “A Framework for TMN-CORBA Interoperability”
NOMS98 New Orleans, LA USA February 1998.
[26] IBM SystemView Agent, http://www.support.tivoli.com/sva/shaover.html .
[27] Markku Laukkanen, “CORBA/SNMP Management Using Gateway Approach with
IDL translation” NOMS98 New Orleans, LA USA February 1998.
[28] James Rumbaugh, Michael Blaha, William Premerlani, Frederick Eddy, and William
Lorensen. Object-Oriented Modeling and Design Prentice-Hall., 1991.
[29] Joint-Inter-Domain Working Group,X/Open and Network Management Forum,
“CORBA/TMN Interworking – SNMP Part”, May 1998.
[30] Atos CORBA/SNMP Gateway, http://www.atos-group.com/IT/regions/sophiaantipolis/pages/products/Prod-intro.htm.
[31] 김성환, 김영달 , 김창현 , 김휘강 , “UNIX 시스템 툴 잘쓰기”, PC 어드밴스 , pp.
548-612, May 1995.
[32] IONA, Orbix 2, IONA Technologies Ltd., Release 2.0.
[33] Michael Sample, “Snacc 1.2rj:A High Performance ASN.1 to C/C++/IDL Compiler”,
February 1993. http://www.fokus.gmd.de/ovma/freeware/snacc/entry.html.
[34] K. McCloghrie , M. Rose, Management Information Base for Network Management
of TCP/IP-based internets: MIB-II, RFC1213, March 1991.

54

Appendix A
다음의 IDL 은 Sun-MIB 을 CORBA IDL 인 sun_snmp.idl 로 변환한 것이다.
파일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일부만을 보이도록 하겠다. (주석문에 대한 것은
모두 삭제를 하였음 )
#ifndef _sun_snmp_IDL_
#define _sun_snmp_IDL_
#include <ASN1Types.idl>
#include <RFC1155_SMI.idl>
module sun_snmp {
typedef RFC1155_SMI::NetworkAddressType NetworkAddressType;
typedef RFC1155_SMI::IpAddressType IpAddressType;
typedef RFC1155_SMI::CounterType CounterType;
typedef RFC1155_SMI::GaugeType GaugeType;
typedef RFC1155_SMI::TimeTicksType TimeTicksType;
const ASN1_ObjectIdentifier mib_2= "::sun_snmp::mib_2";
const ASN1_ObjectIdentifier transmission= "::sun_snmp::transmission";
…
interface CommonIn_Out {
CounterType Octets(in string);
countertype UcastPkts(in string);
countertype NUcastPkts(in string);
countertype Discards(in string);
countertype Errors(in string);
countertype UnknownProtos(in string);
}
…
interface ifEntry : CommonIn_Out{
readonly attribute ASN1_Integer ifIndex;
readonly attribute DisplayStringType ifDescr;
…

55

interface ip : CommonIn_Out{
void i pForwarding();
void not_ipForwarding();
readonly attribute ASN1_Integer ipDefaultTTL;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ipForwDatagrams;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ipOutNoRoutes;
readonly attribute ASN1_Integer ipReasmTimeout;
…
interface sunHostPerf : CommonIn_Out{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UserProcessTime;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NiceModeTime;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SystemProcessTime;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IdleModeTime;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DiskXfer1;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DiskXfer2;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DiskXfer3;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DiskXfer4;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VPagesIn;
readonly attribute CounterType rsVPagesOut;
…
};
#endif /* !_sun_snmp_IDL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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