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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축되어 원격의 분산 환경에서 동작

하기 때문에 구성 정보의 공유나 협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하나의 대규
모 시스템을 서로 다른 머신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개발하게 되면, 각 머신의 구성 정보가 독립
적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한 머신의 정보가 변경되면 자동적
으로 공유된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머신의 정보도 변경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분산 환경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의 각 머신의 구성 정보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머신의 수가 많아
지고 그 설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 머신에 대한 설정을 중앙에서 관리해 주는 구성 관리 시스템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환
경의 머신에 대한 구성 관리를 위해서 구현 환경에 중립적이고 다양한 정보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XML 기술을 적용하는 XML 기반의 구성 관리 시스템(Xml-based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에서 구성 관리를 수행하는 X-CONF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체
제를 구성하고 처리하기 위해 XML 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현 환경과 언어에 
상관 없이 원격 통신이 가능한 SOAP 을 이용함으로써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구성 관리를 제공한
다.  

 
 

   1. 서론       
 
현재 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면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분산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시스템을 하나의 머신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향상을 위
해 여러 머신에 로드를 분산시켜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시스템은 대부분 여러 대의 머신들
을 포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시스템에 
포함된 이러한 머신들을 서브시스템(subsystem)이라
고 명명한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많은 서브시스
템들의 구성 정보를 관리자가 일일이 콘솔로 관리
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요즘 개발된 시스
템들은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구현되어 진다. 뿐만 아니라 
각 서브시스템 간의 구성 정보들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공유하고 있는 
구성 정보가 변경되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
른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도 자동적으로 변경시켜 
줘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앙 집중 방식의 
구성 관리 시스템(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이 필요하다. 
현재 네트워크 관리 메커니즘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1]는 단순한 기능의 오퍼레이션(operation)
만 제공하고 있어, 관리자의 복잡한 구성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SNMP 의 MIB 을 통한 관리 정보 정의는 단순
한 평면 계층 구조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복잡
한 포함 관계를 갖는 3 차적 계층 구조 이상은 표
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포함 관계를 갖는 
정보들의 연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2]이 시스템의 구
성 정보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XML 은 작성자가 태그(tag)를 임의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이 정의된 태그를 
통해 서브시스템 간의 관계나 구성 정보들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XML 을 구성 관리 시스템의 관
리 정보를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
정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구성 관리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의 구성 정보도 관리할 수 있
는 구성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XML 
태그의 포맷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XML 기반의 구성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이 네트워크 장비의 개별적인 구성 정보 설정을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분산 시스템의 구
성 정보의 의존성에 대한 고려 사항이 배제되었다. 
또한 매니저(manager)와 에이젼트(agent) 간의 통신 
방법이 표준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
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성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서 연관성 있는 정보에 대해 고려하여 어떤 분
산 시스템의 구성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 
관리 정보에 대한 XML 스키마를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XML 기술을 적용하여 분산 소프트웨
어 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X-
CONF(Xml-based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X-CONF
는 W3C 에서 제안한 표준 프로토콜인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12]을 사용하여 매니
저와 에이젼트의 구현 환경이나 구현 언어에 상관
없이 관리 정보를 메세징하여 통신하므로 상호 운
영성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X-CONF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XML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XML 기반 
구성 관리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3 장에서는 X-
CONF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4 장에서는 
3 장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X-CONF 시스템을 설
계한다. 5 장에서는 X-CONF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서 설명하고, 6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 하겠다.   

 
 

   2. 관련 기술 및 연구 
 
이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X-CONF 시스템에 적

용되는 XML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고, 현
재 진행 중인 XML 기반 구성 관리에 대해 표준 기
관인 IETF 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Cisco 나 Juniper 
Networks 같은 장비 업체에서 개발된 XML 기반 구
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본다. 

 
2.1 XML과 관련된 기술 
본 장에서는 X-CONF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

용한 다양한 XML 관련 기술들을 소개한다. 
 

2.1.1 XML  
기존의 HTML 태그의 한계점과 SGML 문법의 

복잡성 등을 개선하여 W3C 에서 제안한 표준 언어
이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2] 문서는 다
양한 태그를 정의하여 구조적인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나타

내기에 적합하다. 
 

2.1.2 XSL 과 XSLT  
HTML 은 데이터와 뷰(view)를 하나로 표현하지

만, XML 은 데이터와 뷰가 분리되어 있다. XML 의 
데이터를 웹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타일쉬트
(StyleSheet)가 필요하다. XSL(XML StyleSheet 
Language)[4] 은 XML 의 스타일쉬트 언어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XSLT(XSL 
Transformations)[5] 라고 부르는 것으로 XML 문서를 
디자이너가 고안한 다른 문서로 변환하는 일을 처
리한다. 둘째는 XSL Formatting으로 첫 번째의 변환
(transformation) 결과로 나온 문서를 음성, 동영상, 
프린팅 등과 같은 각종 미디어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2.1.3 XMLDB  

XMLDB[23]는 XML 문서를 가공 없이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XMLDB 는 XML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XML 파서
(parser)[6,7]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XMLDB 는 XML 과 관련된 XPath[9], XQuery[10],  
XUpdate[11] 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여 
XMLDB안의 데이터들을 쉽게 조작 가능하다. 

XMLDB 에서 쓰이는 콜렉션(collection)이란 용어
는 XML 문서들을 저장하고 있는 컨테이너
(container)이고, 문서(document)[24]라는 용어는 일반
적으로 말하는 XML 문서이다.  

 
2.1.4 SOAP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12]은 분산 
환경에서 XML 데이터의 메세징을 위한 가볍고 간
단한 프로토콜이다. SOAP 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SOAP envelope: 메시지에 무엇이 있는지, 어
떻게 처리할지 대해 정의하는 프레임워크 

 SOAP encoding rules: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의
된 데이터 타입들을 표현 

 SOAP RPC: SOAP 메시지의 RPC(Remote 
Procedure Call)  

 
SOAP 은 XML 형태의 메시지를 HTTP 프로토콜

이나 다른 프로토콜(FTP, SMTP 등)을 사용하여 전
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이다. 특히 
HTTP 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RPC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ORB 객체를 
요구하는 CORBA 의 RPC 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XML형태인 SOAP RPC는 메시지를 분석 할 수 있
는 파서만 제공 된다면 개발 언어와 오브젝트 모
델, 운영 체제, 플랫폼에 상관없이 메세징이나 RPC
가 사용 가능하다[25]. 

 



 

2.2 구성 관리 관련 연구 
XML 기술을 이용한 구성 관리 시스템에 대해 

IETF 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장비 업체에서 개
발한 상용화된 제품에 대해 소개한다. 이 제품들은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관리를 위해 XML 기술을 적
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분산
된 머신들의 중앙 집중 방식의 구성 관리 시스템과
는 그 목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2.1 IETF XML Configuration  

XMLCONF(XML Configuration)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과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XML 기술인 SOAP, WBEM[29], SyncML[17], 
JUNOScript[18]을 적용하여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XML기술을 이용한 구성 관리의 요
구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Internet-Drafts[19, 20, 
21]로 제공하고 있다.  

 
2.2.2 Cisco의 Configuration Registrar 

Cisco Configuration Registar[22]는 산재되어 있는
Cisco IOS 네트워크 장비들의 구성 정보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웹 기반의 시스템이다. 각 
네트워크 장비에는 CNS(Cisco Networking Services) 
구성 관리 에이전트가 탑재되어 있다. Configuration 
Registrar 와 각 장비내의 에이전트는 HTTP 를 이용
하여 XML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에이전트는 XML 
파서를 사용하여 XML 로 표현된 구성 관리 정보를 
추출한다.  

 
2.2.3 Juniper Networks의 JUNOScript 

   JUNOScript[18]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는 Juniper Networks 에서 개발한 장비들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XML 어플리케이션이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XML-RPC 를 통해서 JUNOScript 
서버가 설치된 장비의 구성 정보와 오퍼레이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JUNOScript 는 JUNOScript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RPC 메시지를 위한 DTD 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DTD 형태로 
정의된 JUNOScript 태그를 이용해서 요청 메시지를 
만들고, 이것을 서버에게 보낸다. 요청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모듈에게 관리 
정보를 요청하고, DTD 형식으로 정의된 JUNOScript 
태그를 이용해서 결과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3.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거대 

시스템은 로드 분산 기법을 적용하여 여러 개의 서
브시스템으로 나뉘어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서

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서
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게 되었다.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 하나의 분산 
시스템이 관리해야 할 서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서브시스템을 추가, 삭제, 변경 가능해야 
한다.  
2)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자가 언
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각의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보여주고 수
정 가능하도록 한다. 
 
   요구 사항 1), 2), 3)을 만족하는 것은 단순히 각 
서브시스템들을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그들 간의 연
관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구성 정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
이 필요하다. 
 
4) 구성 정보를 서술한 문서가 연관있는 서브시스
템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어떤 특정 시스템의 구성 정보만을 관리하기 위
한 구성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분산 시스템의 
구성 관리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6) 어떤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가 다른 서브시스
템의 구성 정보와 서로 공유되고 있을 때 연관이 
있는 정보가 수정, 추가,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그것
과 관련된 다른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도 동시에 
같이 수정, 추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에 대
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구 사항이다. 
그리고 구성 정보가 변경된 서브시스템은 재부팅
(rebooting) 되어야 한다. 
7) 각 서브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의 플랫폼 또는 구
현 언어와 상관없이 서로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징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분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구 사항 1), 

2), 3) 뿐만 아니라 4), 5), 6), 7)을 충족시키는 구성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요구 사항 4), 5), 6), 7)을 만족시키기 위
해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XML 로 각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XMLDB 에 관
리 대상의 모든 구성 정보를 저장하여 모든 서브시
스템의 관리 정보를 일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요구 
사항 5), 6)을 충족시킬 수 있다. 모든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XMLDB 에 저장함으로써 공유된 구성 
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연관된 서브시스
템의 구성 관리 정보는 XPath[9]로 접근하여 DB 내



 

용의 변경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처리가 
끝난 후에 갱신된 정보가 있는 서브시스템은 매니
저가 갖고 있는 구성 정보와 서브시스템에 있는 구
성 정보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DB 에 있는 
갱신된 정보를 매니저로부터 받아 자기 자신의 구
성 정보 파일을 수정하게 된다. 7)의 요구사항은 
W3C 에서 표준안으로 제정한 XML 메세징 기술의 
하나인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4. 설계 
 
이 장에서는 먼저 3 장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하고자 하는 구성 정보를 
XML 스키마[26]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매니저의 
DB 인 XMLDB 의 구조를 설명하고, 매니저와 에이
젼트의 구조를 설명한다. 
 

 

Subsystem HSubsystem

   그림 1. X-CONF의 구성도 
 
우리가 제안하는 X-CONF 는 기본적으로 그림 1

과 같이 여러 대의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 는 각 서브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성 정보

를 정의한 XML 스키마이다. 그림에서 group 엘리먼
트 밑에 표시된 ‘1.. ’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엘리
먼트가 생길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subsys 엘
리먼트에도 이와 같은 표시가 있으므로 하나 이상
의 subsys 엘리먼트를 group 엘리먼트에 추가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서브시스템은 비슷한 구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
에 그룹으로 묶어주었다. 루트 엘리먼트인 
Configuratiion 의 자식 엘리먼트인 all_info 는 모든 
서브시스템이 공유 하고 있어야 할 정보를 갖게 된
다. 여기서 all_info 의 자식 엘리먼트들은 임의의 이
름으로 추가 시키면 되는 것이다. group_info 엘리먼
트 역시 같은 그룹에 있는 서브시스템들이 공유하
고 있는 정보를 group_info의 자식 엘리멘트로 표현
하여 나타낸다. subsys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는 
다른 서브시스템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2. 구성 정보에 대한 XML스키마 

그림 3 은 XMLDB에 저장된 XML스키마로 매
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서브시스템들의 리스트(a)와 
모든 서브시스템들의 구성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구
성 정보 리스트(b)를 나타내고 있다. XMLDB 는 
XML 문서를 어떠한 가공 없이 그대로 저장하기 때
문에 하나의 XML문서와 같다. SubsysList의 경우는 
새로운 서브시스템을 DB 에 추가시킬 때, 기존 
group 에 속한 서브시스템은 해당 그룹 아래에 
subsys 엘리먼트를 추가시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그룹의 서브시스템인 경우는 group 엘리먼트를 새
로 만들어 subsys 엘리먼트를 추가시킨다. 이렇게 관
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서브시스템의 리스트를 매니
저가 DB 에 따로 저장하여 관리하므로 관리자가 서
브시스템 전체 리스트를 검색하거나 서브시스템의 
추가, 삭제 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Manager 

ConfigList 의 경우는 DB 에 모든 서브시스템들
의 구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
떠한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직접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가져온 결과보다 빠르
게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브
시스템의 문제로 구성 정보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A Subsystem B Subsystem G 

 
(a) 서브시스템 리스트 

 
(b) 구성 정보 리스트 

그림 3. XMLDB의 XML 스키마 

그림 4 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구성 관리 시스
템인 X-CONF 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X-
CONF 매니저는 각 서브시스템에 에이전트를 두어 
구성 관리를 수행한다.  
   매니저는 XMLDB 처리 모듈, XSL/XSLT 처리 
모듈, SOAP 클라이언트 모듈, Functions 모듈로 나눠
진다. XMLDB 모듈은 DB 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
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변경된 데이타를 다시 저
장할 때 호출된다. XMLDB는 XML 파서를 자체에 
 



 

 
 
서 제공하므로 XPath, XQuery, XUpdate의 XML기술
을 적용하기가 쉽다. XSL/XSLT 처리 모듈은 에이전
트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관리자에게 웹을 통해 
보여 주기 위해 XML 의 데이터를 HTML 로 변환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OAP 클라이언트는 매
니저가 서브시스템에게 RPC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연결 작업을 하는 모듈이다. 마지막으로 Functions 
모듈은 에이전트의 구성 정보를 가져오거나 변경 
된 정보를 다시 에이전트에 저장하는 자바 어플리
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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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X-CONF 구조 

   에이젼트는 매니저가 요청한 RPC 메시지에 쓰
이는 메소드를 선언해주는 SOAP 서버 모듈과 서브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인 Functions 모듈, XML 파서 
모듈로 나뉘게 된다. Functions 모듈은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읽어서 매니저에게 보내주거나 매니저
에 의해 변경된 정보를 XML 형태로 저장된 구성 
정보에 반영한다. XML 파서 모듈은 에이전트가 
XML 문서 형태의 구성 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XML 문서
를 파싱하고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XPath 를 지원
하기 때문에 매니저로부터 변경된 사항만 메시지로 
받게 되면 해당 부분의 구성 정보만 수정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A 라는 서브시스템이 B, C 라는 서브
시스템과 연관 관계가 있어 같은 그룹에 있다고 가
정해 보자. 관리자가 A 서브시스템의 모든 구성 정
보, 즉 그룹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A 만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변경하였다면, 관리자는 서브시스템 A
와 연관된 다른 서브시스템도 구성 정보를 변경해
야 한다. 이때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과 빠른 에이
전트의 수행 처리를 위하여, 매니저는 A의 경우 구
성 정보 전체 메시지를 에이전트에게 전해 주어 저
장하도록 하고, 다른 연관된 서브시스템은 부분적
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에이전트에게 수정된 부분만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준다.   
 

 
5. 구현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X-CONF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로드 분산 방법으로 구현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인 NG-MON[27]
의 구성 관리에 적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X-CONF
의 구현 환경을 설명한 후에 매니저, 에이젼트, 그
리고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대하여 설명
하겠다. 

X-CONF 의 플랫폼은 매니저의 경우 Pentium III 
800 MB 의 PC 에 OS 는 리눅스 7.2 버전을 설치하
고, 서브시스템 내의 에이전트는 기존 NG-MON 서
브시스템의 개발 환경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다. 
X-CONF 는 XML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현재 
XML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Apache[28]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Apache 그룹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JAVA 로 구현된 API 를 제공하고 있다. X-CONF 에 
필요한 API 는 XML 파서(Parser)[6,7]인 Xerces[14], 
XML 문서 변환을 위한 XSLT 인 Xalan[15], XML 문
서를 저장하는 XMLDB 인 Xindice[24], 그리고 매니
저와 서브시스템 간의 SOAP RPC메시지를 주고 받
기 위한 SOAP엔진인 AXIS[16] 등이다.  
   W3C에서 표준화한 SOAP의 기능을 보면, SOAP
은 HTTP 나 FTP, SMTP 등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페이로드(payload)에 SOAP 메시지를 얹어서 보내게 
된다. 본 구현에서는 SOAP 통신을 위한 전달 프로
토콜로 가장 널리 쓰이는 HTTP 를 선택하였다. 따
라서 매니저와 서브시스템 간의 HTTP 통신을 위하
여 각각에 웹 서버를 설치하였다. 매니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Jakarta Apache[29]에서 제공
되는 웹 서버인 TOMCAT을 설치하였다.  
또한 SOAP 은 통신하는 양쪽인 서버와 클라이

언트의 구현 언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통신 가능
한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서브시스템의 개발 환경
에 관계없이 SOAP 모듈을 올려 에이전트를 구현하
여 X-CONF를 통하여 구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는 그림 2 에서 정의한 XML 스키마에 

따라 NG-MON 내의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XML 형태의 문서로 나타낸 예이다. 이것은 NG-
MON[27]이라는 분산 시스템 중에서 IP 주소가 
141.223.11.1 인 서브시스템의 구성 관리 정보를 보
여주고 있다. 루트 엘리먼트(configuration)는 서브시
스템이 속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의 이름(ng-mon)을 
밝히고, IP 주소(141.223.11.1)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구성 정보를 갖고 있는 서브시스템의 IP 주소가 된
다. 그리고 이 서브시스템 그룹(packetcapture)을 정
해 target 이라는 어트리뷰트에 명시해 주고 있다. 
그룹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서브시스템을 묶는
데, 이는 그룹 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성 정보
를 갖기 때문이다. 매니저가 그룹 내의 여러 머신
에게 같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그룹의 이름으로 



 

질의를 만들어 각 서브시스템에게 접근하게 되면, 
좀 더 짧고 효과적인 질의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된
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서브시스템을 관
리자가 재부팅 하고자 할 경우, 그룹 명으로 관련 
서브시스템의 IP 주소들을 쉽게 추출하고, 그 IP 주
소로 매니저는 재부팅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configuration name= “ng-mon” ip="141.223.11.1“
target=“packetcapture”>

<all_info>
<admin name =“mount”

email="mount@postech.ac.kr" />
<database user="root" password=“pwd" />

</all_info>
<group name=“packetcapture”>

<group_info>
<device name = "eth1" />

</group_info>
<subsys ip = "141.223.11.1" />
<database user=“siwa” passwd=“123” />

</subsys>
<subsys ip = "141.223.11.2" />

<database user=“mjchoi” passwd=“aaa” />
</subsys>

</ group >
< group name=“flowgenerator”>

<group_info>
<time interval= “2” />

</group_info>
<subsys ip = "141.223.11.3" />

<subsys ip = "141.223.11.4" />
</group >
< group  name=“flowstore”>

<group_info>
<p2p file = "p2p.xml" />

</group_info>
<subsys ip = "141.223.11.5“ />          
<subsys ip = "141.223.11.6" />

</ group >
< group  name=“trafficanalyzer”>

<group_info>
<p2p file = "p2p.xml" />

</group_info>
<subsys ip = "141.223.11.7“ />          
<subsys ip = "141.223.11.8" />

</ configuration >

모든
subsystem의
공통된 정보

Group의
공통 정보

Group의
공통 정보

Group의
공통 정보

하나의
subsystem만이
갖고 있는 정보

Group의
공통 정보

 
그림 5. 서브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성정보 

 
그림 5 문서의 기본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

은 그룹이 서로 공유해야 할 구성 정보는 
group_info 엘리먼트의 자식 노드로 기술하고, 서브
시스템의 개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상세 구성 정
보는 해당 subsys 의 자식 노드로 정보를 기술한다. 
모든 서브시스템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야 할 정보
는 all_info 엘리먼트의 자식 노드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기술하면 된다. 이렇게 구성 정보를 기술하
게 되면 다른 서브시스템의 구성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성 관리 시스템이 유연성을 갖게 되
어 새로운 구성 관리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
문에 구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구성 관
리 정보를 위한 일관적인 XML 스키마를 정의하여 
각 시스템에 맞게 XML 문서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
율적으로 XSL/XSLT[4, 5]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측면에서도 장
점이 생긴다. 

 
 
 
 
 
 
 
 
그림 6. 매니저가 관리하는 구성 정보 리스트 
 
그림 6 은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서브시

스템의 구성 정보를 저장하는 XMLDB 를 위한 
XML 스키마이다. 관리자가 필요한 구성 정보를 요
청할 때, 매니저는 원격에 있는 서브시스템의 구성 
파일로부터 정보를 가져 오지 않고, 자신의 DB 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온다. X-CONF의 데이터 처리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구성 정보에 대한 1 차적 
처리는 매니저의 DB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2 차적 
처리는 관리자에 의해 변경된 정보가 발생할 경우 
원격의 서브시스템에게 변경된 데이터를 갱신하도
록 한다.  

 
 
 
 
 
 
 
 
 
 

 
 

<SubsysList> 
<group name=”packetcapture”> 
  <subsys name=”packetcapture1” ip=”141…”/> 
</group> 
………… 
<group name=”flowstore”> 
   <subsys name=”flowstore1” ip=”141...”/> 
   <subsys name=”flowstore2” ip=”141…”/> 
</group> 
…… 

</SubsysList>  

그림 7. 매니저가 관리하는 서브시스템 리스트 
 
그림 7 은 XMLDB[23]에 저장된 XML 문서로 매

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서브시스템의 리스트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subsys 의 어트리뷰트 값으로 ip
와 name 이 있는데 ip 는 서브시스템의 구분 기준이 
되는 IP주소 값이고, name은 각 서브시스템에 부여
한 고유 이름이다. 매니저는 XMLDB 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통해 관리자가 원하는 서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IP주소를 제공하게 된다. 

 
5.1 매니저 구현 

4장에서 제안한 매니저의 각 모듈을 Java servlet
의 실행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했다. XMLDB 관
련 모듈에 있는 기능은 DB 에 연결하거나 끊는 기
능, 새로운 콜렉션을 추가, 삭제하는 기능, XML 데
이터를 추가 또는 삭제, 변경하는 기능, 그리고 원
하는 데이터를 DB 에 질의해서 가져오는 기능들로 
구현되어 있다. XPath 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DB 로부터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만약 DB 안의 데
이터가 변경되면, 매니저는 관련 그룹에 있는 서브
시스템의 IP 주소 정보를 가져와 각 서브시스템에
게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림 8 은 구현에 많
이 사용하였던 XPath 표현의 예이다. 

<ConfigList> 
<configuration name=”ng-mon”  

ip=”141...1” target=”packetcapture”>….</configuration>
……………………. 
<configuration name=”ng-mon”  

ip=”141...8” target=”presenter”>….</configuration> 
</ConfigList>  
 
 
 
 
 
 
 
 

//configuration[@ip=”ip”]/subsys[@name=”target”]/host/@ip 
 : 같은 그룹에 있는 관련 서브시스템들의 host IP주소 
 
//database/@user | //database/@password 
 : database 사용자와 password를 가리킴 
 
// time/parent::subsys/subsys/@name 
:time element의 바로 상위 서브시스템의 그룹 이름
 
  
그림 8. 매니저에서 사용하는 XPath



 

XSL/XSLT 처리 모듈은 XML 데이터를 원하는
스타일쉬트(stylesheet)를 적용하여 새로운 문서로 변
환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것에 대한 결과 데이터 
타입은 변환된 문서 내용의 스트링 값이 된다. 우
리가 구현한 시스템은 XML 을 HTML 로 변환하기 
때문에 HTML 문서의 내용을 스트링 형태로 반환한
다. 

SOAP 클라이언트 모듈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
은 서브시스템의 URL 정보를 정의해 주고 관련 메
소드를 호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9 는 SOAP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만들어진 SOAP 메시지와 에
이전트로부터 받은 결과 메시지에 대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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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스템들의 구성 정보는 XML 스키마로 정의
된 XML 문서 형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XML 을 
HTML로 변환 시키는 XSL을 정의하기가 용이하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XSL 과 데이터 수
정이 가능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XSL 을 작성하였다. 
그림 10 의 (a)는 관리해야 할 서브시스템의 추가와 
삭제를 수행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변경된 사항이 
왼쪽 트리 메뉴에 바로 반영된다. 그림 10 의 (b)는 
구성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페이지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OAP-ENV:Envelope xmlns:xsd=http://www.w3c.org/.... 

                 xmlns:SOAP-ENV=http://schemas.... 
                  xmlns:x냐=”http://www.w3c.org/....”> 
 <SOAP-ENV:Body> 
    <ns1:get:ns1=http://soapinterop.org/> 
       <arg0 xsi::type=”xsd:string”>141.223.1.1</arg0> 
    </ns1:get> 

</SOAP-ENV:Body> 

(a)  
 

 

 

 

 

 

<SOAP-ENV:Envelope>

<?xml version=”1.0” encoding=”UTF-8”?> 
<SOAP-ENV:Envelope xmlns:xsd=http://www.w3c.org/.... 

                 xmlns:SOAP-ENV=http://schemas.... 
                  xmlns:x냐=”http://www.w3c.org/....”> 
 <SOAP-ENV:Body> 
    <ns1:getResponse:ns1=http://soapinterop.org/> 
       <result xsi::type=”xsd:string”> 

<configuration name=”ng-mon” ip=”141.223.1.1” 
    target=”packetcaputre”> 
 ……………. 
</configuration> 

</result> 
    </ns1:getResponse> 

</SOAP-ENV:Body> 
<SOAP-ENV:Envelope> 
그림 9.  SOAP요청 메시지와 결과 메시지 

.2 에이전트 구현 
에이전트는 SOAP 서버 모듈과 Functions 모듈, 

ML 파서 모듈로 구성된다. SOAP 서버 모듈은 
XIS[16]에서 제공하는 JWS(Java Web Services)를 기
으로 구현하였다. SOAP 서버 모듈은 서브시스템 
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매니저에 의해 호출될 함
들에 대한 구현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Functions 
듈은 서브시스템 내에 있는 구성 정보 파일을 읽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XML파서 모듈은 에
전트가 직접 XML 로 구성된 정보를 파싱하여 

Path 를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공한다. XML 파서에는 SAX 파서와 DOM 파서가 
는데 본 구현은 XPath 적용이 용이한 DOM 파서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3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구현 
 X-CONF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이터를 보여주는 페이지, 수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지,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로 나뉠 수 

 
(b)  

그림 10.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대의 서브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XML 을 기반으로 하
여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X-CONF는 



 

각 서브시스템 간에 연관성을 가진 복잡한 구성 관
리 정보를 XML 을 통하여 정의하고, 이 정보를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이 시스템은 
구성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관련 서브시스템 간에 
변경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전달한다. 
이는 서브시스템 간의 구성 정보에 대한 일관성
(consistency)을 보장해 준다.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XML 기반의 구성 관리 

시스템을 보면 매니저와 에이젼트 간의 메시지 전
달이 자체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하거나 HTTP 프로
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자체적인 통신은 표
준 방법이 아니므로 매니저와 에이전트가 같은 회
사의 제품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SOAP 을 이
용한 에이전트와는 다르게 HTTP 서버로부터 에이
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가 
없으므로, 즉 RPC 가 불가능하므로 중간에서 연결 
해줘야 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렇게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W3C 에
서 표준으로 제안한 SOAP 을 사용하였다. SOAP 의 
RPC 기능은 기존의 CORBA, RMI 보다 가볍고 유연
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즉, CORBA는 ORB 오브젝
트에 의존적이고 RMI 는 JAVA 환경이어야 하는 요
구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브시스템에 대
한 매니저의 상호 운영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X-CONF 시스템을 NG-MON 시스

템의 구성 관리에 적용하였다. NG-MON 이 외의 다
른 시스템에도 적용하여 우리가 구성 관리를 위하
여 정의한 XML 스키마의 일반성을 입증해야 한다. 
차후로 어느 시스템의 구성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
는 구성 관리 정보를 위한 XML 스키마에 대한 연
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 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복잡한 요구 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
해 에이전트의 기능을 더 추가 시켜서 매니저의 부
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J. Case, M. Fedor, M. Schoffstall, and J. Davin (Eds.), 

"A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RFC 1157, IETF, May 1990. 

[2]  W3C,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1.0", 
W3C Recommendation, October 2000. 

[3]  W3C, "XML Schema: Part 0,1,2",  
W3C Recommendation, May 2001. 

[4]  W3C,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XSL) 
Version 1.0", W3C Recommendation, October 2001. 

[5]  W3C, "XSL Transformations (XSLT) Version 1.0", 
W3C Recommendation, November 1999. 

[6]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Core Specification", W3C Recommendation, 
November 2000. 

[7]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Traversal and Ranges Specification", W3C 
Recommendation, November 2000. 

[8]  W3C, "Simple API for XML Version 2.0", WC3 
Recommendation, November 1999. 

[9]  W3C, "XML Path Language (XPath) Version 2.0", 
W3C Working Draft, April 2002. 

[10] W3C, "XQuery 1.0: An XML Query Language",W3C 
Working Draft, April 2002. 

[11] XML:DB, "XUpdate", Working Draft, 
http://www.xmldb.org/xupdate/xupdate-wd.html, 
September 2000. 

[12] W3C, "SOAP Version 1.2", W3C Working Draft,  
December 2001. 

[13] First Peer, Inc., "XML-RPC for C and C++", 
http://xmlrpc-c.sourceforge.net/. 

[14] Apache XML project, "Xerces Java parser", 
http://xml.apache.org/xerces-j/. 

[15] Aache XML project, "Xalan Java", 
http://xml.apache.org/xalan-j/. 

[16] Aache XML project, "Axis", 
http://xml.apache.org/axis/. 

[17] SyncML Initiative, http://www.syncml.org/. 
[18] P. Shafer and R. Enns, "JUNOScript: An XML-based 

Network Management API",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shafer-js-
xml-api-00.txt, August 2002. 

[19] M. Wasserman, "Concepts and Requirements for 
XML Network Configuration", Internet-Draft,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wasserman- 

    xmlconf-req-00.txt, June 2002. 
[20] T. Goddard, "Towards XML Based Management and 

Configuration",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goddard-
xmlconf-survey-00.txt, June 2000. 

[21] S. Hollenbeck, et. al, "Guidelines for the Use of XML 
within IETF Protocols", http://www.ietf.org/internet-
drafts/draft-hollenbeck-ietf-xmlguidelines-06.txt, 
August 2002. 

[22] Cisco Systems, "Cisco Configuration Registrar",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rtr
mgmt/ie2100/cnfg_reg/index.htm. 

[23] XMLDB Initiative for XML Database, “XMLDB”, 
http://www.xml.org/. 

[24] Aache XML project, "Xindice", 
http://xml.apache.org/xindice/. 

[25] IBM Software Group, “Web Services Conceptual 
Architecture (WSCA1.0)”, 
http://www.ibm.com/software/solutions/ 
webservices/pdf/WSCA.pdf. 

[26] W3C, "XML Schema: Part 0,1,2", W3C 
Recommendation, May 2001. 

[27] Se-Hee Han, Myung-Sup Kim, Hong-Taek Ju and 
James W. Hong, "The Architecture of NG-MON: A 
Passive Network Monitoring System",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2506, Edited by M. Feridun, P. 
Kropf and G. Babin, 13th IFIP/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Distributed Systems: Operations and 
Management (DSOM 2002), Montreal, Canada, 
October, 2002, pp. 16-27.  

[28] Apache Group, "Apache", http://www.apache.org/. 
[29] WBEM, "WBEM Initiative", http://www.dmtf.org/ 

wb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