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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nternet evolves and wireless network technologies develop, 

people needs to manage networks are growing. WBEM is one of the 

management technology that is standardized by DMTF. DMTF is also 

standardizing the CIM technologies. 

Today, SNMP is the most widly used network management 

technolo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grate SNMP Agent in the 

WBEM-based network management system. There were some industry 

effort to develop SNMP Provider in Microsoft and SUN.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extend them, because they are proprietary solutions 

and the source codes are not publically available. 

In this thesis, we first analyze the requirements of WBEM/SNMP 

Gateway. Based on the requirements, we design the WBEM-based overall 

network management system, WBEM/SNMP Gateway and SNMP 

Provider. We perform benchmarking test of WBEM implementations to 

implement the WBEM/SNMP Gateway. Finally, we implement the 

prototype of WBEM/SNMP Gateway extending OpenPegasus. We also 

implement the WBEM manager extending X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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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1]는 기업과 인터넷 환경을 위

한 관리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하여 상호 운영성을 주도하는 산업계 표

준화 기관이다. DMTF는 관리 도구들을 제공하고 관리 데이터를 표준적

인 방법으로 배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명세서(specification)와 기술들을 

만든다. 또한 DMTF는 핵심 기술 업체(vendor)들 그리고 다른 표준화 단

체들과 협력함으로써 더 통합된, 비용-절감적인 그리고 낮은 위험률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DMTF에서는 현재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

여 CIM(Common Information Model)[2], WBEM(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3], DMI(Desktop Management Interface)[4] 등의 기술을 표준

화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표준 서버 하드웨어 관리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짐에 따라 Dell, HP, IBM, Intel Corporation 등이 새로운 DMTF 

SMWG(Server Management Working Group)의 형성을 주도해왔다. 이 그룹

은 AMD, Microsoft, Oracle, OSA Technologies, Sun Microsystems 등의 핵심 

기술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그룹은 플랫폼 독립적인 그리고 

산업 표준 서버 하드웨어 관리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DMTF의 CIM 표

준을 만들고 있다. 

DMTF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로써 WBEM이 있다. 

WBEM은 여러 개의 회사에서 제작한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어플리케

이션 등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이다. WBEM은 CIM으로 관리 정보를 정

의하고, CIM으로 정의된 관리 정보를 CIM-XML[5]로 Encoding하여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WBEM은 SNMP[6], DMI 그리고 

CMIP를 포함하여 기존의 관리 프로토콜들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방법

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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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icrosoft의 서버 시스템이나 SUN의 서버 시스템 그리고 

Cisco의 Network 장비들이 WBEM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WBEM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장비가 SNMP Agent를 탑재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다른 Domain 간에 통

합 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WBEM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WBEM/SNMP Gateway가 필

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WBEM/SNMP Gateway에 open source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단지 Microsoft, SUN 그리고 Cisco에서 

상업용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 같

은 곳에서 WBEM와 SNMP의 통합에 대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WBEM/SNMP Gateway를 설계하고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또한, WBEM/SNMP Gateway를 개발함에 있어서 확

장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표준으로 제시되는 SNMP 

MIB는 그 수가 수백 개에 이르고 각 장치마다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SNMP MIB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WBEM/SNMP Gateway는 다양한 

SNMP MIB을 수용하여 관리 대상이 되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WBEM/SNMP Gateway는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 사이에서 상호 운

영될 수 있는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Interaction Translation 방법을 제

공해야 한다. 우리는 MIB에서 MOF로의 Mapping 방법을 고안하여 

Specification Translation을 한다. 또한 서로 다른 관리 오퍼레이션인 CIM 

Operation과 SNMP Operation의 상호변환방법을 결정하여 Interaction 

Translation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관련 연구에서는 WBEM의 

핵심 기술 요소인 CIM, CIM Operation들 그리고 CIM Operations over 

HTT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SNMP 

Provider들 중에 Microsoft WMI과 SUN WBEM의 SNMP Provider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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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또한 우리가 확장할 WBEM 구현물인 Pegasus에 대해 소개한

다. 3장에서는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WBEM 구현물들에 대해 

Benchmarking Test를 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4장에서는 WBEM 기반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먼저 보여주고, 전체 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WBEM/SNMP Gateway 의 구조 그리고 SNMP Provider

의 기능 및 구조를 보여준다. 이어서 WBEM/SNMP Gateway를 위한 관

리 정보 모델 변환 방법과 관리 프로토콜 변환 방법 대해 설명한다. 5

장의 프로토타입 구현에서는 WBEM/SNMP Gateway의 두 가지 기능인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Interaction translation을 구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WBEM Manager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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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WBEM의 핵심 기술인 

CIM, HTTP, XML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더불어 본 논문의 핵심인 

WBEM/SNMP Gateway를 설계, 개발하기 위해 현재 Microsoft와 SUN

에서 제공되고 있는 SNMP Provider에 대한 소개를 한다. 

2.1. WBEM 개요 

WBEM은 1996년 7월 BMC software, Cisco Systems, Compaq, Intel, 

Microsoft를 주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들 그룹은 DMTF의 CIM 기술

을 WBEM의 관리 정보를 표현하는 표준으로 정하였으며, 1998년 6월에

는 WBEM을 DMTF의 산하 표준화 단체로 통합되었다. 

 
그림 1 WBEM 표준 기술들의 관계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WBEM은 3 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이 

3가지 기술은 시스템 관리 정보에 대한 표준 관리 데이터 모델인 

CIM(Common Information Model), 데이터 Encoding 기법으로 사용되는 

CIM-XML 그리고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HTT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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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Client

CIM Object Manager

Provider Provider

Resource Resource

HTTP Server

WBEM Client 

WBEM Server

CIM-XML Encoder/Decoder

CIM-XML Encoder/Decoder

 
그림 2 WBEM 기반 관리 시스템의 구조 

그림 2은 WBEM 기반 관리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WBEM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WBEM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WBEM 서버가 있어야 한다. WBEM Server의 구성 요소는 HTTP 

Server, CIM-XML Encoder와 Decoder로 구성된다. HTTP Server는 HTTP 

Client와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존재한다. CIM-XML Encoder/Decoder는 

HTTP Server를 통해 전송된 HTTP Message 중에서도 HTTP Payload에 들

어가 있는 CIM-XML Message를 파싱하여 요청된 관리 정보에 대한 

CIM Operation를 걸러낸다. CIMOM은 각 관리 정보에 대한 CIM 

Operation을 적절한 Provider에게 포워딩한다. Provider는 실제로 관리 자

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WBEM Client의 구성

요소도 WBEM Server에서와 마찬가지로 HTTP Client는 Server에 연결하

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CIM-XML Encoder/Decoder는 응답되어온 

Message를 실제로 파싱하여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2.1.1. CIM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DMTF에서 발전시켜온 산업 표

준 기술로써 객체 지향 방법으로 관리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다. CIM은 

관리 대상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적 Schema로서, 관리 대상 객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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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스템 자원을 표현한 것이며, 이 Schema는 객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하여 일관된 데이터 기술 방법을 제공한다. 

CIM Schema는 하나의 핵심 모델(Core Model)과 다수의 공통 모델

(Common Model)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모델(Extension Model)로 구성

된다. 핵심 모델은 모든 관리 도메인에 적용되는 정보를 기술한 것이며,

공통 모델은 특정 유형의 관리 도메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기술한다. 

공통 모델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모델[26],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모델[27], 장치(Device) 모델[28], 네트워크(Network) 모델[29], 

사용자(User) 모델[30], 시스템(System) 모델[31], 이벤트(Events) 모델[32], 

지원(Support) 모델[33], Interop 모델[34], 물리적(Physical) 모델[35], 수치

측정(Metrics) 모델[36], 정책(Policy) 모델[37]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확

장 모델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기존의 모델을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는 모델로써 플랫폼 지향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확장 모델은 기

본적으로 핵심/공통 모델로부터 상속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기

술에 국한된 사항은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실제로 DMTF에서는 현재 표준화하고 있는 CIM Specification에서 

CIM schema를 UML 혹은 MOF로 표현하고 있다. UML을 통해서는 각각 

따로 정의된 CIM 클래스들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MOF를 

통해서는 CIM 클래스 안에 포함된 속성과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할 수 

있다. 

 UML 

아래 그림 3은 앞에서 설명한 CIM Core Model를 UML 형태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에 포함된 모든 클래스들은 CIM Core Model에 해당되

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ManagedElement 클래스는 모든 CIM 클래스의 

상위클래스로써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Capabilities, Collection, 

Configuration, FRU, Location, ManagedSystemElement 등과 같은 클래스도

모두 ManagedElement 클래스의 상속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7

ManagedSystem Element 클래스는 PhysicalElement와 상속(Inheritance)관계

에 있고 또한 LogicalElement 클래스는 Job, SoftwareIdentity, 

EnabledLogicalElement 클래스와 상속관계에 있다. 

ManagedElement 클래스는 상속관계뿐만 아니라, 연관(Association) 

관계 또는 집합(Aggregation)관계도 가지고 있다. ManagedElement 클래스

는 Concrete Identity와 Dependency, ConcreteDependency, HostedDependency, 

LogicalIdentity 클래스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Component, 

ConcreteComponent 클래스와는 집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0…n과 동

일한 의미로써 일대 일 또는 일대 다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3 CIM_Core Model의 UML 정의 

그림 4는 OperatingSystem 클래스[24]를 UML로 정의한 것이다. 

OperatingSystem 클래스는 위의 CIM Core Model 중에 

EnabledLogicalElement 클래스와 상속 관계에 있다.  OperatingSystem 클

래스는 FileSystem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내용은 

BootOSFromFS 클래스에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OperatingSystem 클래스

는 ComputerSystem과도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내용은 Installe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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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 정의한다. OperatingSystem 클래스는 CreationClassName, Name, 

OSType, OtherTypeDescription,Version 등과 같은 property 값을 가지고 있

으며 Reboot, Shutdown이라는 Method가 정의되어 있다. 

 

그림 4 OperatingSystem 클래스의 UML 정의 

 MOF 

MOF(Managed Object Format)[8]는 DMTF에서 관리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정의한 것이다. MOF는 사실상 WBEM 표준의 일부분은 아니지

만 다수의 WBEM implementation들이 MOF를 사용하여 CIM schema를 표

현한다. 일반적으로 MOF는 CIM Class나 객체를 표현하는데 먼저 사용

이 되고 MOF compiler를 통하여 CIMOM과 application이 필요로 하는 새

로운 정보 형태로 바뀌어 사용되게 된다. 

 그림 5은 앞의 그림 4에서 설명한 Operating System 클래스를 MOF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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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gma locale ("en_US")
[Version ( "2.7.0" ), Description (".")]
class CIM_OperatingSystem : CIM_EnabledLogicalElement {
[Key, Propagated ("CIM_ComputerSystem.CreationClassName" ), Description (""), MaxLen (256)]   

string CSCreationClassName;
[Key, Propagated ( "CIM_ComputerSystem.Name" ), Description (""), MaxLen (256)]   string CSName;
[Key, Description (""),  MaxLen ( 256 )]   string CreationClassName;
[Key, Override ( "Name" ), Description ("."), MaxLen ( 256 ), MappingStrings { "MIF.DMTF|Operating System|001.2" }]  

string Name;
[Description (""), …]   uint16 OSType;
[Description (""),  MaxLen ( 64 ),  ModelCorrespondence { "CIM_OperatingSystem.OSType" }]   string OtherTypeDescription;
[Description (""), MappingStrings { "MIF.DMTF|Operating System|001.3" }]   string Version;
[Description ("" }]   datetime LastBootUpTime;
[Description ("" }]   datetime LocalDateTime;
[Description (""), Units ( "Minutes" )]   sint16 CurrentTimeZone;
[Description ("")]   uint32 NumberOfLicensedUsers;
[Description (""), Gauge, MappingStrings { “…" }]      

uint32 NumberOfUsers;
[Description (""), Gauge, MappingStrings { “…" }]      

uint32 NumberOfProcesses;
[Description (""), MappingStrings { “…" }]    

uint32 MaxNumberOfProcesses;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uint64 TotalSwapSpaceSize;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MappingStrings { “…" }]   uint64 TotalVirtualMemorySize;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Gauge, MappingStrings { “…" }]   uint64 FreeVirtualMemory;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Gauge, MappingStrings { “…" }]   

uint64 FreePhysicalMemory;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uint64 TotalVisibleMemorySize;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MappingStrings { “…" }]    uint64 SizeStoredInPagingFiles;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Gauge, MappingStrings { “…" }]  

uint64 FreeSpaceInPagingFiles;
[Description (""), Units ( "KiloBytes" )]    uint64 MaxProcessMemorySize;
[Description ("")]    boolean Distributed;
[Description ("")]   uint32  MaxProcessesPerUser;
[Description ("")]   uint32 Reboot(); 
[Description ("")]   uint32 Shutdown(); 
};

 

그림 5 CIM_OperatingSystem 클래스의 MOF 정의 

pragma는 컴파일러에게 지시를 하는 키워드로써 locale이 en_US임

을 나타낸다. CIM_OperationSystem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해 class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콜론을 사용하여 CIM_OperationSystem 클래스

가 CIM_EnabledLogicalElement 클래스에게 상속을 받는다고 나타내었다. 

클래스 안에는 CIM_OperatingSystem을 특징지을 수 있는 속성과 매서드

들이 정의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속성과 매서드 앞에는 그것들의 특

징을 설명해주는 Qualifier들이 [ ]안에 정의된다. CIM_OperatingSystem 클

래스의 속성인 CSName은 string 데이터타입이며 Key, Propagated, 

Description, MaxLen과 같은 Qualifier들을 가질 수 있다. Key는 클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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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서로 구별되기 위해 쓰여지며, 결국 

CSName의 값이 인스턴스들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

는 뜻이다. Propagate는 CIM_ComputerSystem. Name이라는 string 값을 가

진다. Description은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MaxLen는 각 요소의 최대 

길이를 정해주는 것으로써 CSName의 character 크기가 최대 256라는 것

을 의미한다. 그 이외에 Name 속성을 설명하는 Override는 qualifier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appingStrings는 DMTF로부터 각 벤더가 정의한 Managed Information 

Format(MIF) 그룹의 특정한 속성으로 Mapping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OtherTypeDescription 속성은 ModelCorrespondence라는 Qualifier를 가지는

데 이는 이 속성과 다른 OSType이라는 속성이 Correspondence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umberOfUsers 속성에 정의된 Gauge는integer type

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점점 증가하는 값을 나타낸다. 

 XML 
<CLASS NAME="CIM_OperatingSystem" SUPERCLASS="CIM_EnabledLogicalElement">
...생략...
<PROPERTY NAME="CSName" CLASSORIGIN="CIM_OperatingSystem" TYPE="string">

<QUALIFIER NAME="Propagated" TYPE="string" OVERRIDABLE="false">
<VALUE> CIM_ComputerSystem.Name </VALUE>

</QUALIFIER>
<QUALIFIER NAME="Key" TYPE="boolean" OVERRIDABLE="false">
<VALUE> TRUE </VALUE>

</QUALIFIER>
<QUALIFIER NAME="MaxLen" TYPE="uint32">
<VALUE> 256 </VALUE>

</QUALIFIER>
<QUALIFIER NAME="Description" TYPE="string" TRANSLATABLE="true">
<VALUE> ... </VALUE>

</QUALIFIER>
</PROPERTY>
<PROPERTY NAME="CreationClassName" CLASSORIGIN="CIM_OperatingSystem" TYPE="string">

<QUALIFIER NAME="Key" TYPE="boolean" OVERRIDABLE="false">
<VALUE> TRUE </VALUE>

</QUALIFIER>
<QUALIFIER NAME="MaxLen" TYPE="uint32">
<VALUE> 256 </VALUE>

</QUALIFIER>
<QUALIFIER NAME="Description" TYPE="string" TRANSLATABLE="true">
<VALUE> ...  </VALUE>

</QUALIFIER>
</PROPERTY>

...생략...
</CLASS>  

그림 6 CIM_OperatingSystem 클래스의 XML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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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 Schema들은 XML로도 표현될 수 있다. DMTF에서는 

“Specification for the Representation of CIM in XML”에서 CIM schema로부터 

XML schema로의 Mapping 방법을 표준화하였다. 그림 6은 CIM_ 

OperatingSystem 클래스를 XML로 표현한 것이다. XML schema는 가장 

넓은 범위에 있는 태그가 Class Name을 포함하고, 그 안에 각 Class 

Name에 해당하는 Property Name들이 정의된다. Property Name 태그 아래

에는 또 다시 각 Property Name에 해당하는 Qualifier들이 정의된다. 

2.1.2. CIM Operations 

CIM Operations은 CIM으로 표현된 관리 자원을 관리(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기능들로써, DMTF에서는 “Specification for 

CIM Operations over HTTP” 문서를 통해 이를 명세하였다. WBEM Client

에서는 WBEM Server에게 원하는 CIM Operation을 요청하고 응답 받을 

수 있다. CIM Operation에는 Intrinsic, Extrinsic Method두 가지가 있다. 표 

1은 표준으로 제공 되어지는 Intrinsic CIM Operation들을 기능별로 묶어

서 도식화한 것이다. 

Functional Group CIM Operations 

Basic Read 
GetClass, EnumerateClasses, EnumerateClassNames,  
GetInstance, EnumerateInstances, EnumerateInstanceNames, 
GetProperty 

Basic Write SetProperty 

Schema Manipulation CreateClass, ModifyClass, DeleteClass 

Instance Manipulation CreateInstance, ModifyInstance, DeleteInstance 

Association Traversal Associators, AssociatorNames, References, ReferenceNames 

Method InvokeMethod 

Qualifier Declaration GetQualifier, SetQualifier, DeleteQualifier, 
EnumerateQualifier 

표 1 기능 별로 그룹화된 Intrinsic CIM Operations 

기본적인 정보 수집, 즉 읽기 기능을 위해서, EnumerateClasses, 



 12

EnumerateClassnames, GetInstance 등의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정보 조작, 즉 쓰기 기능을 위해서는 SetProperty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스키마나 인스턴스 조작을 위해서 우리는 CreateClass, 

ModifyClass, DeleteClass, CreateInstance, ModifyInstance 그리고 

DeleteInstance operations을 수행할 수 있다. association traversal 기능을 위

해서는 the Associators, AssociatorsNames, References 그리고 

ReferencesName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함수 호출을 위해서 

InvokeMethod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qualifier 선언 기능을 위해

서 GetQualifier, SetQualifier 등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 특정한 클래스를 위해 새롭게 Extrinsic Method를 더 

Schema로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는 CIM Server에 의해 지원이 

될 수 있다. 

2.1.3. CIM Operations over HTTP 

DMTF에서 “Specification for CIM Operations over HTTP”[9]이란 문서

를 통해 CIM-XML Encoding 방법과 HTTP 프로토콜로 전송 방법에 대한 

구문론(syntax)과 의미론(semantics)을 정하였다. 

CIM Client CIM Server

CIM/XML Client

HTTP Client

CIM/XML Server

HTTP Server

CIM Operation

CIM Operation
Encoded using CIM/XML

CIM Operation
Encoded using CIM/XML
Packaged in an HTTP Message

 
그림 7 CIM Operation 요청과 응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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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CIM Operation Message이 Client로부터 Server에게 요청되

고 응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CIM Client가 CIM Server에게 CIM 

Operation을 요청하고 응답 받기 위해서는 CIM/XML로 Encoding이 되어

야 한다. CIM/XML로 Encoding된 Message는 최종적으로 HTTP Message의 

payload안에 패키지화되어 HTTP Client와 HTTP Server 사이에 전송될 수 

있다. 
<!xml version = “1.0” encoding = “utf-8” ?>
<CIM CIMVERSION = “2.0” DTDVERSION = “2.0”>

<Message ID = “82000” PROTOCOLVERSION = “1.0”>
<SIMPLEREQ>
<IMETHODCALL NAME = “GetProperty”>
<LOCALANAMESPACEPATH>

<NAMESPACE NAME = “root” />
<NAMESPACE NAME = “cimv2” />

</LOCALANAMESPACEPATH>
<IPARAMVALUE NAME = “Instance Name”>

<INSTANCENAME CLASSNAME = “CIM_OperatingSystem”>
<KEYBINDING NAME = “CSCreationClassName”>

<KEYVALUE VALUETYPE = “string”> CIM-UnitaryComputerSystem </KEYVALUE>
</KEYBINDING> 
<KEYBINDING NAME = “CSName”>

<KEYVALUE VALUETYPE = “string”> system1.hp.com </KEYVALUE>
</KEYBINDING> 
<KEYBINDING NAME = “CreationClassName”>

<KEYVALUE VALUETYPE = “string”> CIM_OperatingSystem </KEYVALUE>
</KEYBINDING> 
<KEYBINDING NAME = “Name”>

<KEYVALUE VALUETYPE = “string”> HP-UX </KEYVALUE>
</KEYBINDING>

</INSTANCENAME> 
</IPARAMVALUE>
<IPARAMVALUE NAME = “Property Name”>

<VALUE> NumberOfProcesses </VALUE>
</IPARAMVALUE>

</IMETHODCALL>
</SIMPLEREQ>

</MESSAGE>
</CIM>

CIM Operation

Namespace

요청하고자하는 ClassName

Instance의 Key

요청하고자하는 Property Name

 
그림 8 CIM Request Message 

그림 8은 CIM/XML로 Encoding된 CIM Request Message이다. 이 메

시지의 구성을 보면 <CIM>루트 element아래에 <Message> element가 포

함되어 있다. HTTP로 통신하기 위해 encapsulation되는 메시지 중에 

<Message> element부분 아래에 있는 element들이 수행하려는 오퍼레이션

을 명시한다. 즉, HTTP 통신으로 받은 메시지에서 <Message> element 아

래에 있는 element들을 해석해서 opera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 Request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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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모두 Simple Operation과 Multiple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SIMPLEREQ>, <MULTIREQ>, <SIMPLERSP>, <MULTIRSP> 태그로 

나타내어 명시한다. <IMETHODCALL> element는 Intrinsic CIM Operation을 

modeling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위에서는 GetProperty 오퍼레이션을 

요청하였고, Namespace는 root#cimv2를 지정하였다. 또한, INSTANCE 

NAME과 KEYBINGDING이라는 태그를 통해 CIM_OperatingSystem라는 

클래스의 instance들 중에 CSCreationClassName, CSName, 

CreationClassName, Name의 값이 KEYVALUE를 통해 지정한 값과 일치

한 instance를 찾는다. IPARAMVALUENAME 태그는 그 중에서도 속성 

이름이 NumberOf Processes인 것의 속성 값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xml version = “1.0” encoding = “utf-8” ?>
<CIM CIMVERSION = “2.0” DTDVERSION = “2.0”>

<MESSAGE ID=“82000” PROTOCOLVERSION = “1.0”>
<SIMPLERSP>

<IMETHODRESPONSE NAME = “GetProperty”>
<IRETURNVALUE>

<VALUE> 74 </VALUE>
</IRETURNVALUE>
</IMETHODRESPONSE>

</SIMPLERSP>
</MESSAGE>

</CIM>

응답된 Property 의값

 
그림 9 CIM Response Message 

그림 9는 CIM Request Message에 대하여 응답된 CIM Response 

Message이다. IRETURNVALUE 태그의 VALUE 태그는 위에서 요청된 

NumberOfProcesses의 값이 74임을 나타낸다. 

MPOST /cimom HTTP/1.1
HOST: http://www.myhost.com/
Content-Type: application/xml; charset=“utf-8”
Content-Length: xxxx
Man: http://www.dmtf.org/cim/mapping/http/v1.0; ns=73
73-CIMOperation: MethodCall
73-CIMMethod: GetProperty
73-CIMObject: root/cimv2

CIM Operation Request를포함한
HTTP payload

HTTP/1.1 200 OK
Content-Type: application/xml; charset=“utf-8”
Content-Length: xxxx
Ext:
Cache-control: no-cache
Man: http://www.dmtf.org/cim/mapping/http/v1.0 ; ns=73
73-CIMOperation: MethodResponse

CIM Operation Response를포함한
HTTP payload

 

그림 10 HTTP Request (오른쪽) / Response (왼쪽)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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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HTTP Protocol로써 전송되는 Request와 Response Message

를 보여준다. 위는 DMTF에서 HTTP 헤더를 확장한 다수의 변형 형식

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현재 제공되는 SNMP Provider 소개 

현재 제공되고 있는 SNMP Provider는 Microsoft의 WBEM 구현물

인 WMI와 SUN Solaris 장비에서 제공되고 있는 SNMP Provider이다. 

2.2.1. Microsoft WMI의 SNMP Provider 

WMI[10] 는 Microsoft에서 MS-windows 운영체제에 탑재되는 Web-

based Enterprise Management System이다. 초기 버전에서는 Enterprise 

Network에서 관리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WMI는 

WBEM 표준에 적합한 WBEM Server이다. 

Database
Application

WEB
Browser

ODBC
ActiveX
Controls

CIM Object Manager (CIMOM)Object
Repository

SNMP
Provider

Win32
Provider

Registry
Provider

SNMP
Instrumentation

Win32
APIs

Registry
Data

…

…

 
그림 11 WMI의 Architecture 

그림 11은 WMI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WMI는 CIMOM과 

Object Repository를 가지고 있고, Database Application이나 WEB Browser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CIMOM과 통신할 수 있다. Win32 provi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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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환경에서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들과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중

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WMI API를 사용해서, Win32 provider들은 관리 

객체들의 data를 CIM Object Manager에게 제공하고, management 

application을 대신하여 request를 처리하고, 다시 response를 보내주며 

event notification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Registry Provider는 Registry 

data에 접근하여 값을 CIMOM에게 보내주고 받을 수 있다. 

반면에 SNMP Provider는 SNMP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장비들을 관

리하기 위한 gateway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SNMP Provider를 통해 

SNMP MIB Object variable들이 읽혀지거나 쓰여질 수 있다. 또한, SNMP 

trap은 자동적으로 WMI event에 Mapping될 수 있다. 즉, WMI의 SNMP 

Provider는 SNMP 정보를 모델링하고 처리하기 위한 Class, Instance 그리

고 Event Provider이다. SNMP Provider는 각각의 object들을 값들을 CIM 

Class instances들의 property 값들에 Mapping시킬 수 있다. 

WMI의 SNMP information module compiler는 smi2smir라는 utility로

써 필요한 MIB 파일을 MOF 파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직접 SNMP 모듈 정보(Module Information) Repository (SMIR)라

고 불리는 SNMP schema database에 넣을 수 있다. 

MIB 파일들은 다수의 매크로 정의를 사용하여서 MIB object들을 

CIM으로 변환할 수 있다. 매크로들은 object name, identifier, syntax, 

description, access rights, protocol operations, 그리고 protocol encoding과 같

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크로의 종류에는 NOTIFICATION-

TYPE Macro, OBJECT-TYPE Macro, TEXTUAL-CONVENTION Macro, Trap-

TYPE Macro가 있다. 이러한 Macro들은 MIB으로부터 MOF로의 Mapping 

방법을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OBJECT-TYPE macro는 MIB object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필수적이고 임의적인 조항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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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r write: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read: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provider: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singleton: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dynamic: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textual_convention: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object_identifier: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varbindindex: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encoding: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object_syntax: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statu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fixed_length: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variable_length: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variable_value: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bit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key_order: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enumeration: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bit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description: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display_hint: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defval: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unit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reference: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virtual_key: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rowstatu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module_name: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module_imports:ToInstance ToSubClass;
qualifier group_objectid:ToInstance ToSubClass;

[abstract]
class SnmpMacro{
};

[abstract]
class SnmpObjectType:SnmpMacro{
};

sysDescr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read-only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1 }

sysObjectID OBJECT-TYPE
SYNTAX  OBJECT IDENTIFIER
ACCESS  read-only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2 }

sysUpTime OBJECT-TYPE
SYNTAX  TimeTicks
ACCESS  read-only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3 }

sysContact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read-write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4 }

sysName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read-write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5 }

sysLocat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SIZE (0..255))
ACCESS  read-write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6 }

sysServices OBJECT-TYPE
SYNTAX  INTEGER (0..127)
ACCESS  read-only
STATUS  mandatory
DESCRIPTION "..."
::= { system 7 }  

그림 12 RFC1213-MIB system group 

[description(""), module_name("RFC1213-MIB"), singleton, group_objectid("1.3.6.1.2.1.1"), dynamic, 
provider("MS_SNMP_INSTANCE_PROVIDER")]
class SNMP_RFC1213_MIB_system : SnmpObjectType
{
[textual_convention("DisplayString"), encoding("OCTETSTRING"), object_syntax("DisplayString"), variable_length("0..255"), 
object_identifier("1.3.6.1.2.1.1.4"), read, write,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tring sysContact;

[textual_convention("OBJECTIDENTIFIER"), encoding("OBJECTIDENTIFIER"), object_syntax("OBJECTIDENTIFIER"), 
object_identifier("1.3.6.1.2.1.1.2"), read,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tring sysObjectID;

[textual_convention("DisplayString"), encoding("OCTETSTRING"), object_syntax("DisplayString"), variable_length("0..255"), 
object_identifier("1.3.6.1.2.1.1.6"), read, write,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tring sysLocation;

[textual_convention("INTEGER"), encoding("INTEGER"), object_syntax("INTEGER"), variable_value("0..127"), 
object_identifier("1.3.6.1.2.1.1.7"), read,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int32 sysServices;

[textual_convention("DisplayString"), encoding("OCTETSTRING"), object_syntax("DisplayString"), variable_length("0..255"), 
object_identifier("1.3.6.1.2.1.1.5"), read, write,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tring sysName;

[textual_convention("DisplayString"), encoding("OCTETSTRING"), object_syntax("DisplayString"), variable_length("0..255"), 
object_identifier("1.3.6.1.2.1.1.1"), read, description(""), status("mandatory")] 
string sysDescr;

[textual_convention("TimeTicks"), encoding("TimeTicks"), object_syntax("TimeTicks"), object_identifier("1.3.6.1.2.1.1.3"), read, 
description(""), status("mandatory")] 
uint32 sysUpTime;

};  
그림 13 smi2smir으로 컴파일한 system group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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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실제로 그림 12의 RFC1213-MIB을 smi2smir로 컴파일하

여 MOF로 변환한 내용 중에서 system group의 내용만을 보여준 것이다. 

MOF에서는 먼저 필요한 Qualifier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MOF파일에 

추가시켰다. 여기서 ToInstance와 ToSubClass 부분은 Qualifier의 behavior

를 나타내는 flavor에 대한 선언이다. 

또한 system group에 대해서는 SnmpMacro와 SnmpObjectType 클래

스를 상속 받은 SNMP_RFC1213_MIB_system 클래스로 정의한다. 그리

고 system group의 MIB object들은 각 속성들로 변환된다. 또한 MIB의 

SYNTAX, ACCESS, STATUS, DESCRIPTION과 같은 정보들은 OBJECT-

TYPE macro를 이용하여 각 속성들의 Qualifier들로 Mapping될 수 있다. 

Microsoft WMI의 SNMP Provider의 단점은 MIB에서 MOF로의 변환 

결과가 WMI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ToInstance와 같은 flavor는 다른 

WBEM 구현물에는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flavor이므로 다른 

WBEM 구현물의 MOF Compiler로 smi2smir로 컴파일된 RFC1213-MIB 

정보를 사용하려면 MOF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WMI의 

SNMP Provider는 Interaction Translation 기능을 위한 source code가 공개되

어 있지 않으므로 SNMP Provider의 기능을 확장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WMI의 SNMP Provider는 Windows 기반의 OS에서만 

제공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다른 UNIX나 LINIX와 같은 다른 OS

에서는 SNMP Provider를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SNMP Provider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VB script를 통해 client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는 불편

함이 있다. 

2.2.2. SUN Solaris의 SNMP Provider 

SUN에서는 Solaris Operating Environment 용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WBEM 표준을 Solaris WBEM Services[11] 및 SUN WBEM SDK[12]를 제

공한다. 현재 Solaris WBEM 2.5가 open source version으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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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WBEM 2.5에 WBEM 지원이 되며, 해당 WBEM 모듈은 SUN 웹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CIM Object Manager (CIMOM)CIM Object Manager (CIMOM)

JAVA WBEM Provider InterfaceJAVA WBEM Provider Interface

JAVA WBEM Client InterfaceJAVA WBEM Client Interface

Management applicationManagement application

SNMP
objects
SNMP

objects
Native
objects
Native
objects

Other
objects
Other

objects

XML/HTTP

JAVA

SNMP JAVA

 
그림 14 WBEM Services의 Architecture 

그림 14는 WBEM Services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WBEM 

Management application에서는 JAVA Client API를 통해 CIMOM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CIMOM에서는 JAVA Provider API들을 통해 다양한 관

리 객체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거나 바꿀 수 있다. 다양한 관리 객체들

은 SNMP Object, Native Object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Object들이 될 수 

있다. 

SNMP Object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SUN Solaris에서는 SNMP 

Provider가 제공이 된다. 또한, Solaris SNMP Provider를 위해서는 MIB 파

일을 MOF로 바꾸기 위한 mib2mof utility가 제공된다. mib2mof utility는 

입력 파일로 MIB file을 읽어 들이고, 하나나 그 이상의 MOF file들을 생

성한다. MOF file은 각각의 SNMP group이나 table row sequence를 생성한

다. 즉, MOF file은 SNMP group이나 row를 나타내는 CIM class 그리고 

CIM Association을 나타내는 CIM class를 포함한다. 

SNMP의 각 scalar 변수들은 CIM class에서의 속성에 Mapping된다. 

그리고 syntax, read/write access, OID, description, index (만약 variable이 row

로 정의된 sequence안에 있을 때) 같은 MIB 정보들은 각 속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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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r들로 변환된다. 즉, SNMP scalar variable의 syntax는 property의 

CIM data type에 의해서 하나의 CIM class에서 나타내어진다.  또한 모든 

Property들은 쓰기 접근(true, false)으로 표시된다. 이때 특별히 새롭게 

Qualifier들을 정의하여 쓰진 않고, 기본적으로 DMTF의 CIM 기술에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Qualifier들을 사용했으며, 형태도 DMTF의 MOF 파

일과 매우 유사하다. 
#pragma namespace("root/snmp")
[Provider("java:com.sun.wbem.snmpprovider.SnmpProvider"),
Mappingstring("snmp:1.3.6.1.2.1.1")]

class SNMP_RFC1213_MIBSystem{
[Key, Propagated("Solaris_SNMPSystem.CreationClassName")]

string SystemCreationClassName;
[Key, Propagated("Solaris_SNMPSystem.Name")]

string SystemName;
[Mappingstring("snmp:1.3.6.1.2.1.1.6"), MappingType("SnmpString"), Write(true)]

string SysLocation;
[Mappingstring("snmp:1.3.6.1.2.1.1.5"), MappingType("SnmpString"), Write(true)]

string SysName;
[Mappingstring("snmp:1.3.6.1.2.1.1.4"), MappingType("SnmpString"), Write(true)]

string SysContact;
[Mappingstring("snmp:1.3.6.1.2.1.1.3"), MappingType("SnmpTimeticks"), Write(false)]

uint32 SysUpTime;
[Mappingstring("snmp:1.3.6.1.2.1.1.2"), MappingType("SnmpOid"), Write(false)]

string SysObjectID;
[Mappingstring("snmp:1.3.6.1.2.1.1.1"), MappingType("SnmpString"), Write(false)]

string SysDescr;
[Mappingstring("snmp:1.3.6.1.2.1.1.7"), MappingType("SnmpInt"), Write(false)]

sint32 SysServices;
};

[Association, Provider("java:com.sun.wbem.snmpprovider.SnmpProvider")]
class SNMP_RFC1213_MIBSystem_SNMP_System{
[Key]

Solaris_SNMPSystem REF SNMPSystem;
[Key, Weak]

SNMP_RFC1213_MIBSystem REF SNMPMib;
};  

그림 15 mib2mof로 컴파일한 system group의 내용 

그림 15은 RFC1213-MIB를 mib2mof로 compile하여 나온 결과물 

중 SNMP_RFC1213_MIBSystem.mof의 내용이다. 이것은 RFC1213-MIB의 

system group 내용을 MOF로 정의한 것이다. RFC1213-MIB의 System 

group은 SNMP_RFC1213_MIBSystem이라는 클래스로 Mapping이 되었으

며, 각각의 scalar variable들은 클래스의 속성들로 Mapping이 되었다. 또 

각 mib object들을 설명하는 SYNTAX, ACCESS, STATUS, DESCRIPTION

과 같은 정보는 DMTF에서 정의한 MOF의 Qualifier들을 통해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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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Solaris의 SNMP Provider의 단점 또한 WMI의 SNMP Provider

와 마찬가지로 마찬 가지로 Interaction Translation을 위한 source code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SNMP Provider에 대한 전반적인 문서가 많이 있

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SUN Solaris 장비에서 제공되는 SNMP Provider라는 점

에서 큰 한계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 Solaris SNMP Provider를 사용하려

면 Solaris 기반의 OS이어야 하며 Linux라 하더라도 license 문제에 있어

서 확장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 

2.3. OpenPegasus 소개 

본 논문에서는 WBEM/SNMP Gateway의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해서 

open source인 OpenPegasus[13]를 확장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WBEM 구현물 중에 하나인 OpenPegasus에 대해서 소개한다. 

Pegasus는 앞에서 설명한 Microsoft WMI나 SUN WBEM과는 다르게 

DMTF의 WBEM 기술인 CIM과 CIM-XML 기술에 따라 구현한 open 

source이다. TOG(The Open Group)이 주도적으로 이 open source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코드와 문서들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체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open source이다. 

CIM ClientsCIM Clients

CIM ServerCIM Server

ProvidersProviders

MOF CompilerMOF Compiler RepositoryRepository

CIM/HTTP

 
그림 16 Pegasus의 Architecture 

위의 그림 16은 Pegasus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Pegas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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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EM 표준에 따라 CIM Client와 CIM Server 사이에서 CIM/HTTP로 통

신한다. 또한 CIM Server는 Repository내의 CIM schema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Client가 알고자 하는 관리 정보에 대한 Provider를 호출할 수 있

다. Pegasus는 MOF Compiler 기능을 하는 cimmof utility를 가지고 있다. 

Pegasus는 C++코드로 구현되어 있으며, repository가 XML[14]로 구

현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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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BEM 구현물 성능 비교 

WBEM/SNMP Gateway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WBEM 구현물을 확

장하여 구현한다. 그러므로 프로토타입 구현 이전에 WBEM 구현물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OpenPegasus와 WBEM Services는 개발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open source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OpenPegasus와 WBEM Services의 두 WBEM 구현물에 대해 Pentium 4, 

1.6GHz, 256MB RAM인 Linux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Benchmarking 테스트를 하였다. 

Operation # of classes 100 200 400 800 1600 
WBEM 377 342 372 359 348 

EnumerateInstances 
Pegasus 181 183 184 185 315 
WBEM 222 222 224 227 244 EnumerateInstances

Names Pegasus 41 41 41 44 48 
WBEM 113 114 114 114 115 

CreateInstance 
Pegasus 15 16 17 18 24 

표 2 첫 번째 Benchmarking 테스트 결과 (시간 단위: ms) 

첫 번째 실험은 Repository 안에 들어간 Class들의 수를 

100,200,400..1600으로 증가시키면서 EnumerateInstances, Enumerate 

InstancesNames, CreateInstance를 수행했을 때의 수행시간를 측정하는 것

이다. 표 2에 나와있듯이 WBEM이 Pegasus보다 수행시간이 길다. 

Operation # of instances/ class 100 500 
WBEM 377 1670 

EnumerateInstances 
Pegasus 181 863 
WBEM 222 1069 EnumerateInstances

Names Pegasus 41 185 
WBEM 113 121 

CreateInstance 
Pegasus 15 31 

표 3 두 번째 Benchmarking 테스트 결과 (시간 단위: ms) 

두 번째 실험은 Class 당 instance들의 수를 100에서 500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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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EnumerateInstances, Enumerate InstancesNames, CreateInstance를 

수행했을 때의 latency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때, class들의 수는 1600개

이다. 마찬가지로 표 3에 나와있듯이, WBEM의 수행시간이 Pegasus보다 

길며, 또한 WBEM의 수행 시간은 instance가 증가함에 따라 Pegasus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다.  

결국 이 두 가지 Benchmarking 테스트를 통해 WBEM Services보다 

class나 instance의 수를 늘였을 때 Pegasus의 성능이 더 좋음을 알 수 있

다. WBEM/SNMP Gateway는 다수의 SNMP Agent를 관리하기 때문에 

Benchmarking 테스트는 Scalability 테스트에 중점을 두었으며, Pegasus를 

확장하여 WBEM/SNMP Gateway 프로토타입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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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BEM/SNMP Gateway 설계 

이 장에서는 WBEM 기반 전체 서버 관리 시스템 구조와

WBEM/SNMP Gateway의 구조를 보여주고, 우리가 설계한 SNMP 

Provider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어서 WBEM/SNMP Gateway를 

위한 관리 정보 변환, 관리 동작 변환에 대해 제시한다. 

4.1. 요구 사항 분석 

4.1.1. 기능적인 요구 사항 

 관리 정보는 CIM Schema로 정의되고, XML로 Encoding된 후, 

HTTP payload에 Embedded되어 전송된다. Manager는 topology 

management 기능, monitoring 기능, analyzing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 

 WBEM/SNMP Gateway는 기존에 사용되어졌던 SNMP device를 

통합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WBEM/SNMP Gateway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Trap 정보를 export

하기 위해 연결을 초기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전체 관리 시스템에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4.1.2. 비기능적인 요구 사항 

 WBEM/SNMP Gateway는 Scalability와 Flexibility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관리가 가능한 Web-based User Interface

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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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능 구조 설계  

이 장에서는 WBEM 기반 관리 시스템의 기능 구조에 대해 묘사

한다. 먼저 관리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고, WBEM/SNMP 

Gateway의 구조에 대해 묘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SNMP Provider의 기능

과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4.2.1. 전체 관리 시스템 구조 

WBEM Manager

Management application

WBEM/SNMP Gateway

HTTP

XML/HTTP

SNMP 
Agent

SNMP SNMP SNMP

…SNMP 
Agent

SNMP 
Agent

 
그림 17 WBEM 기반 서버 관리 시스템 

그림 17는 WBEM 기반 서버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

준다. 우리는 기존의 Manager-Agent 구조를 따르며, Manager와 Agent사

이에 Gateway가 둘 사이에 상호운영성을 제공한다. WBEM 기반의 구조

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WBEM Manager는 WBEM Client이고, 

WBEM/SNMP Gateway는 WBEM Server가 된다. 

관리자들은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WBEM Manager에 접근할 

수 있고, WBEM Manager와 WBEM/SNMP Gateway 사이의 프로토콜은 

CIM operations over HTTP가 적용된 XML/HTTP이다. WBEM/SNMP 

Gateway는 SNMP 프로토콜을 통해 SNMP Agent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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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WBEM/SNMP Gateway 구조 

CIM Repository

Provider
Registration
Repository

XML/HTTP

WBEM/SNMP Gateway

SNMP Provider

Provider Manager
Indication
Service

CIM Object Manager (CIMOM)

CIM-XML Decoder/Encoder

HTTP Server HTTP Client

SNMP

WBEM ManagerWBEM Manager

SNMP AgentSNMP Agent

S
ecurity

 
그림 18 WBEM/SNMP Gateway 구조 

그림 18는 WBEM/SNMP Gateway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WBEM/SNMP Gateway는 HTTP Server와 HTTP Client를 모두 가지고 있다. 

HTTP Server는 WBEM manager가 WBEM/SNMP Gateway와 통신하기 위

해 필요하며, HTTP Client는 SNMP agent가 notification과 같은 정보를 

manager에게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 WBEM/SNMP Gateway는 CIM/XML 

Decoder를 통해 메시지를 변환한 후, 이를 CIMOM에게 전달한다. 그러

면 CIMOM은 적절한 provider를 통해 CIM operation을 수행하여 관리자

가 요청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해당되는 provider가 없으면 

repository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Provider Manager는 SNMP provider를 제어하는 구성요소이다. 

Provider들은 Provider Registration Repository에 저장이 되어 관리될 수 있

다. 각 Provider들은 Instance Provider, Method Provider, Association Provider 

그리고 Indication Provider를 포함한다. Instance Provider는 instance를 생성/

변경/삭제하거나 속성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하는 일을 수행한다.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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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는 시스템 명령어인 kill과 같이 어떤 method를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Association Provider는 association이나 reference 클래스를 접근하는 

역할을 한다. Indication Provider는 디스크에러와 같은 Trap의 발생을 CIM 

indication으로 바꾸고 이를 CIMO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NMP Provider는 규격변환과 동작변환을 제공한다. SNMP Provider

는 MIB2MOF 변환기를 통해 specification translation을 제공할 수 있고, 

CIM operation들을 SNMP의 get, set 그리고 trap 오퍼레이션으로 변환하

여 부름으로써 interaction transl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Indication Service

는 SNMP Trap를 받기 위해 가입한 SNMP Agent들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변경 삭제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보안적인 이슈를 고려하였다. 이 세가지

는 안전한 통신, 사용자 인증, 사용자 권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우리는 

manage와 agent 사이의 프로토콜로써 HTTP over SSL(HTTPS)[20]를 사용

하여 보다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CIM-XML specification

을 따르는 기본적인 인증이 제공되는데 이는 사용자를 검증하기 위해 

client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amespace를 접근하기 위한 권한을 주는 방법이다. 만약 namespace 권

한이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접근하고자 하는 namespace에 대해서 읽기, 

쓰기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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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NMP Provider의 기능 및 구조 

WBEM / SNMP GatewayWBEM / SNMP Gateway

[description(“RFC1213-MIB”)]
Class RFC1213_MIB_system{ 
….
}

RFC1213-MIB 
DEFINITIONS 

::= BEGIN…
END

MIB definition

MOF

WBEM Manager

SNMP Agent

CIM operation

SNMP operation

Interaction Translation Specification Translation

 
그림 19 SNMP Provider의 기능 

SNMP Provider는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Interaction translation의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9에서 보이다시피, Specification 

Translation은 MIB 파일을 MOF 파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Interaction 

Translation은 WBEM Manager의 CIM Operation을 SNMP Operation으로, 

SNMP Agent의 SNMP Operation은 CIM Operation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SNMP StackSNMP Stack

SNMP Provider

WBEM ManagerWBEM Manager

CIM Request HandlerCIM Request Handler

SNMP Request SNMP Response

MIB to MOF
Translator

MIB to MOF
Translator

Request Response

SNMP Request MIB Variables 
for Request

MIB
Definition

SNMP AgentSNMP Agent

WBEM/SNMP Gateway
Repository

MOF
Definition

XML
Definition

MOF compiler

CIMOMCIMOM

 
그림 20 SNMP Provide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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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는 SNMP Provider의 구조를 설명한다. SNMP Provider는 

WBEM/SNMP Gateway 내에서 하나의 Provider로써 제공될 수 있다. 먼

저, SNMP Provider는 다음과 같이 Interaction Translation 기능을 수행한다. 

WBEM Manager는 SNMP Agent를 관리하기 위해서 WBEM/SNMP 

Gateway에게 원하는 CIM operation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응답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WBEM/SNMP Gateway 내부에 존재하는 SNMP 

Provider는 다른 Provider들과 마찬가지로 Provider의 등록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된다. SNMP Provider는 CIMOM으로부터 들어온 CIM 

Operation들을 받아서 적절한 CIM Request Handler를 통해 처리되게끔 할 

수 있다. CIM Request Handler는 각각의 CIM Operation에 Mapping되는 

SNMP Operation을 호출하고 SNMP Stack에서는 실제로 원하는 SNMP 

Agent에 대해 SNMP Request를 보낸다. SNMP Agent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MIB variable을 WBEM/SNMP Gateway에게 보내면 그 값을 다시 WBEM 

Manager에서 다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SNMP Provider의 Specification Translation 기능에 해당되

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WBEM/SNMP Gateway는 MIB으로 정의된 관

리 정보를 MOF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MIB2MOF Compiler를 포함하고 

있다. Compile된 결과로써 나온 MOF 파일은 MOF Compiler를 통해서 

Repository에 XML schema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4.3. 관리 정보 모델 변환 

WBEM 기반의 관리 시스템에서 SNMP Agent들을 관리하기 위하

여 우리는 SMI[25]형태로 정의된 관리 정보들을 CIM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SNMP Provider의 Specification Translation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DMTF의 표준 관리 기술인 CIM model의 CIM core 

schema, CIM common schema을 이용하여 새롭게 CIM extension schema를 

만듦으로써 SNMP MIB 정보들을 CIM의 MOF 형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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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Translation을 하기 위해 SNMP SMI 데이터타입은 그것

에Mapping되는 CIM 데이터타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표 4에서는 

SNMP MIB의 SYNAX 정보에 해당하는 OBJECT의 데이터 타입을 

CIM의 데이터 타입으로 Mapping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SNMP SMI Datatype SNMP Ver. CIM Datatype 

INTEGER v1 Sint32 

OCTET STRING v1 String 

OBJECT IDENTIFIER v1 String 

IpAddress v1 String 

Counter v1 Unit32 

Gauge v1 Unit32 

TimeTicks v1 Unit32 

Opaque v1 Sint8[ ] 

DisplayString v1 String 

NetworkAddress v1 String 

Counter32 v2 Unit32 

Counter64 v2 Unit64 

Integer32 v2 Sint32 

Gauge32 v2 Unit32 

Unsigned32 v2 Unit32 

TruthValue v2 Sint32 

BITS v2 String 

표 4 Specification Translation을 위한 데이터타입의 Mapping 방법 

SNMP MIB의 ACCESS, STATUS, DESCRIPTION 정보는 DMTF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CIM specification에 포함되어 있는 qualifier를 이용하여 

선언한다. 

OBJECT TYPE MACRO CIM Qualifier 
Read – Only Read ACCESS
Read – Write Read,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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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only Write 
Not-accessible (write nothing) 

Mandatory Required 
Optional (write nothing) 
Obsolete (write nothing) STATUS 

Deprecated (write nothing) 

DESCRIPTION Description 

표 5 OBJECT TYPE MACRO와 CIM Qualifier와의 관계 

SNMP 장비의 MIB 정보를 CIM schema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는 CIM Class 중에 하나의 Class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CIM Class들 중에 SNMP MIB 정보를 하나의 CIM Class로 추가하기 

위해 CIM Class들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ManagedElement 

Class와 그것의 자식 Class인 ManagedSystemElement Class로부터 상속 받

아서 새롭게 Extended Class를 정의하였다. 다음 그림 21과 같이 

RFC1213-MIB의 각 group node들인 system group, interface group 등등은 

다음과 같이 mib-2 클래스를 상속 받는다. 

ManagedSystemElement

mib-2

ManagedElement

RFC_1213_MIB_system

RFC_1213_MIB_interfaces

RFC_1213_MIB_at

RFC_1213_MIB_ip

RFC_1213_MIB_icmp

RFC_1213_MIB_tcp

RFC_1213_MIB_udp

RFC_1213_MIB_egp

RFC_1213_MIB_transmission

RFC_1213_MIB_snmp   
그림 21 RFC1213-MIB을 위한 CIM Class들간의 상속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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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RFC1213-MIB”)]
class mib_2:CIM_ManagedSystemElement{
[Key,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IPaddress;
};

[description(“RFC1213-MIB”), group_objectid(“1.3.6.1.2.1.1”)]
class SNMP_RFC1213_MIB_system : mib_2{

[object_identifier(“1.3.6.1.2.1.1.1”),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Descr;

[object_identifier(“1.3.6.1.2.1.1.2”),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ObjectID;

[object_identifier(“1.3.6.1.2.1.1.3”),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sysUpTime;

[object_identifier(“1.3.6.1.2.1.1.4”), Read, Write,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Contact;

[object_identifier(“1.3.6.1.2.1.1.5”), Read, Write,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Name;

[object_identifier(“1.3.6.1.2.1.1.6”), Read, Write, Description("."), Required] 
string sysLocation;

[object_identifier(“1.3.6.1.2.1.1.7”), Read, Write, Description("."), Required] 
sint32 sysServices;

};  
그림 22 RFC1213-MIB의 system group 정의 

class SNMP_RFC1213_MIB_interfaces : mib_2{
[object_identifier(“1.3.6.1.2.1.2.1”), Read, Write, Description("."), Required]   sint32 ifNumber;

};

[description(“RFC1213-MIB”), module_name(“RFC1213-MIB”), group_objectid(“1.3.6.1.2.1.2”)]
class SNMP_RFC1213_MIB_ifTable : SNMP_RFC1213_MIB_interfaces{

[object_identifier(“1.3.6.1.2.1.2.2.1.1”), Read, Description("."), Required]     sint32 ifIndex;
[object_identifier(“1.3.6.1.2.1.2.2.1.2”),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ifDescr;
[object_identifier(“1.3.6.1.2.1.2.2.1.3”),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ifType;
[object_identifier(“1.3.6.1.2.1.2.2.1.4”), Read, Description("."), Required]     sint32 ifMtu;
[object_identifier(“1.3.6.1.2.1.2.2.1.5”),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Speed;
[object_identifier(“1.3.6.1.2.1.2.2.1.6”),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ifPhysAddress;
[object_identifier(“1.3.6.1.2.1.2.2.1.7”), Read, Description("."), Required]     sint32 ifAdminStatus;
[object_identifier(“1.3.6.1.2.1.2.2.1.8”), Read, Description("."), Required]     sint32 ifOperStatus;
[object_identifier(“1.3.6.1.2.1.2.2.1.9”),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LastChange;
[object_identifier(“1.3.6.1.2.1.2.2.1.10”),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Octe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1”),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UcastPk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2”),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NUcastPk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3”),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Discards;
[object_identifier(“1.3.6.1.2.1.2.2.1.14”),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Errors;
[object_identifier(“1.3.6.1.2.1.2.2.1.15”),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InUnknownProtos;
[object_identifier(“1.3.6.1.2.1.2.2.1.16”),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Octe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7”),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UcastPk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8”),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NUcastPkts;
[object_identifier(“1.3.6.1.2.1.2.2.1.19”),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Discards;
[object_identifier(“1.3.6.1.2.1.2.2.1.20”),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Errors;
[object_identifier(“1.3.6.1.2.1.2.2.1.21”), Read, Description("."), Required]    uint32 ifOutQLen;
[object_identifier(“1.3.6.1.2.1.2.2.1.22”), Read, Description("."), Required]    string ifSpecific;

};  

그림 23 RFC1213-MIB의 interface group의 정의 

SNMP 장비의 RFC1213-MIB 정보 중 system group의 내용만을 

Specification Translation하면 그림 22과 같은 MOF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그림 23은 SNMP 장비의 RFC1213-MIB 정보 중 interface grou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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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을 Specification Translation하여 나온 것이다. 각 SNMP SMI의 각 

group node들은 CIM 클래스의 이름으로 변환되고, 각 leaf node들이 클래

스의 속성으로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4와 표 5의 Mapping 

방법을 사용하면 SNMP MIB의 데이터타입과 OBJECT TYPE MACRO를 

CIM의 데이터타입과 Qualifier로 바꿀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MOF는 DMTF에서 정의한 표준에 따라서만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벤더나 장비에 의존적인 한 WBEM 구현물에

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현물에서도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변환 방식과 차이가 있다. 

4.4. 관리 동작 변환 

WBEM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SNMP Agent들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WBEM이 제공할 수 있는 CIM Operation들을 SNMP 

Operation들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 프로토콜을 위해 우리는 

DMTF에 의해 표준화되고 있는 CIM to XML mapping과 CIM operations 

over HTTP specification을 참고하였다. 

SNMP Agent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Interaction Translation의 절차가 필요하다. Interaction Translation의 경

우에는 각각의 CIM Operation들에 대해서 그에 적절한 SNMP Operation

들로 바꾸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SNMP Provider에 CIM Operation 

Request Message가 들어오면 이를 SNMP의 Get, Set operation으로 바꾸어

서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CIM Operation SNMP 
Operation 

기본적인 읽기 

GetClass, EnumerateClasses, 
EnumerateClassNames, GetInstance 

EnumerateInstances, EnumerateInstanceNames, 
GetProperty 

SNMP Get, 
SNMP 

Get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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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변경 SetProperty SNMP Set 

스키마 조작 CreateClass, ModifyClass, DeleteClass 없음 

인스턴스 조작 CreateInstance, ModifyInstance, DeleteInstance SNMP Set 

Association 순회 Associators, AssociatorNames, References, 
ReferenceNames 없음 

Qualifier 선언 GetQualifier, SetQualifier, DeleteQualifier, 
EnumerateQualifier 없음 

질의 ExecQuery 없음 

표 6 Interaction Translation을 위한 매핑 방법 

위의 표 6와 같이 CIM Operation들 중에 기본적인 읽기, 쓰기 그리

고 스키마 조작, 인스턴스 조작을 하는 Operation들을 SNMP Get, Set, 

GetNext 명령어 중에 하나로 대체되어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읽기 명령어 중에 EnumerateInstance와 GetInstance의 경

우에는 class로 정의된 MIB의 leaf node인 모든 property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SNMP GetNext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단

지, EnumerateInstance와 GetInstance Operation의 차이점은 

EnumerateInstance의 경우에는 class의 모든 Instance에 포함되어 있는 

property들의 정보를 가져오므로 Instance들이 SNMP Agent 당 각각 한 

개씩 생성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Instance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SNMP Agent들에 대한 모든 property 정보를 한

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GetInstance의 경우에는 하나의 

Instance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므로 하나의 SNMP Agent에 대한 모든 

property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GetProperty의 경우에는 

class로 정의된 mib의 leaf node에 해당하는 하나의 property 정보를 가져

오는 것으로 SNMP Get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쓰기 명령어 중에 ModifyInstance와 SetProperty의 경우에

는 class로 정의된 MIB의 정보들 중에 leaf node에 해당하는 property값을 

바꾸고 싶을 때 이를 SNMP Set Operation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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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ssociation 순회와 Qualifier 선언 또는 질의를 하는 경우에

는 해당되는 SNMP Operation이 없으므로 대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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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프로토타입 구현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WBEM 기반 관리 시스템 안에 포함

되는 WBEM/SNMP Gateway와 WBEM Manager에 대해 구현한 프로토타

입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프로타입 구현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기존의 WBEM 구현물들에 대

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WBEM/SNMP Gateway 구현 결

과와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XNMS(XML-based Network Management 

System)를 확장하여 WBEM Manager로 구현한 결과를 설명한다. 

5.1. WBEM/SNMP Gateway 구현 

WBEM Open Source 성능 비교 결과를 토대로, OpenPegasus를 확장

하여 WBEM/SNMP Gateway를 구현하였다. WBEM/SNMP Gateway를 구현

하기 위해 NET-SNMP[15] API를 이용하여 Pegasus에 SNMP Provider를 추

가 구현하였다. WBEM/SNMP Provider는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Interaction Translation의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한다. 

1) Specification Translation 

Open Pegasus에서 SNMP Device의 관리정보를 Schema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 정보들을 MOF 파일로 정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RFC1213-MIB의 system, group정보만을 MOF로 정의하여 이를 MOF 

compiler로 compile하여 repository에 추가하였다. SNMP Provider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PG_Provide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 등록 MOF 

파일이 추가로 더 정의될 수 있다. 다음 MOF 파일도 마찬가지로 MOF 

Compiler로 compile하여 등록한다. 본 논문에서는 SNMP Provider 이름을 

mib_2Provider라고 정의하였고, mib_2Provider가 필요로 하는 Namespace

는 root#cimv2안에 위치하고 있는 SNMP_RFC1213_MIB_system이 된다. 

우리는 다양한 Provider들 중 Instance Provider를 지원하는 SNMP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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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하였다. 

관리정보를 정의한 MOF 파일과 등록 MOF 파일을 MOF compiler

로 compile하게 되면 실제로 repository가 본 논문에서 정의한 CIM 

Schema를 제공하게 된다. 

2) Interaction Translation 

Interaction Translation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SNMP 

Provider에 해당하는 mib_2Provider(Provider Name)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먼저, WBEM 기반 관리 시스템의 Server에 포함되어 있는 SNMP 

Provider는 RFC1213-MIB의 System Group 정보를 NET-SNMP 라이브러리

를 통해 하나하나 가져오거나 바꿀 수 있는 모듈이 구현되어 있다. 

SNMP Provider의 모듈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Instance Provider에 해당하

는 모듈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Module 이름 기능 설명 

CreateInstance 사용자가 원하는 Key 값(즉, IPaddress)에 대해 

Instance를 하나 생성한다. 

EnumerateInstances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Instance들 대해 대한 각각의 

property 정보를 가져온다. 

EnumerateInstancesNames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Instance들에 대해 각각의 

Key 값만을 가져온다. 

GetInstance 지금까지 생성된 Instance들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Key 값에 해당하는 하나의 Instance에 대해 각각의 

property 정보를 가져온다. 

ModifyInstance 지금까지 생성된 Instance들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Key 값에 해당하는 하나의 Instance에 대해 하나의 

property 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값으로 

변경한다. 

_build_instance 실제로 IPaddress을 가져와 해당되는 SNMP Agent에 

연결하고 SNMP GET Operation을 수행하여 

Instance의 각 property 안에 해당되는 값을 채우는 

기능을 한다. 

_modify_instance 실제로 IPaddress를 가져와 해당되는 SNMP Agen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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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SNMP SET Operation을 수행하여 해당되는 

Instance의 수정 되어야 할 property 값이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바뀌어지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표 7 SNMP Provider의 각 모듈별 기능 

5.2. WBEM Manager 구현 

우리는 또한 기존에 연구, 개발되었던 XNMS[21][22][23]를 확장하

여 WBEM Manager를 구현하기 위해 WBEM Manager UI를 새롭게 구현

하였다. WBEM client에서는 WBEM Server로 원하는 기능을 호출하여 원

하는 결과가 Web browser에 출력될 수 있다. 

WBEM Manager

Management Script

HTTP

X
M

L/H
TTP

Event
Reporter

Node
Config.

Manager
Analyzer

Mgmt. 
Server

Manager
PresenterMonitoring 

Manager
Logging
Manager

Indication
Handler

XMLDB XSL Template
Repository

DOM API

Trap

WBEM/SNMP Gateway

Management Application

CIM/XML Decoder/Encoder

Accounting
Manager

HTTP Server HTTP Client

 
그림 24 XNMS를 확장한 구조 

그림 24은 이전에 연구가 되었던 XNMS(XML-based Network 

Management System)[18]를 확장한 구조이다.. 기존의 XNMS의 취지는 

X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환경에서 XML-based Manager의 역할을 수행

한다. XNMS는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장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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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FCAPS 기능을 제공한다. Accounting 

Manager는 요금 정보를 관리하며, Management Server Manager는 Manager 

서버의 환경을 구성하고 Monitoring Manager는 장비의 in/out 트래픽 정

보와 같은 정보를 관리한다. Node Configuration Manager는 장비의 구성 

정보를 가져오거나 바꾼다. Logging Manager는 필요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Analyzer를 이를 분석한다. Indication handler는 관리 노드의 

Indication 정보를 받고 이를 DB에 저장하며, Event Reporter를 통해 이를 

관리자에게 알린다. Presenter는 UI를 위한 HTML 문서를 생성할 수 있

다. 

기존의 XNMS는 Node Configuration Manager에서 XML/SNMP 

Gateway를 통해서 SNMP Agent를 탑재한 장비를 Get하거나 Set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즉, XML-based Manager로써 SNMP Get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XML/SNMP Gateway에게 XQuery[16] 메시지를 보내고, SNMP Set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XUpdate[17]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WBEM Manager로써 WBEM/SNMP Gateway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는 CIM/XML Encoding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의 XNMS에 CIM/XML Decoder/Encoder를 추가하였다. 즉, XQuery 메시지 

대신에 CIM-XML 형태에 맞는 EnumerateInstances, 

EnumerateInstancesNames, GetInstance, GetProperty 메시지가 WBEM/SNMP 

Gateway에 보내져야 하며 XUpdate 대신에 SetProperty 메시지가 

WBEM/SNMP Gateway에 보내져야 한다. 또한 WBEM/SNMP Gateway로

부터 응답되어온 메시지에 맞게 XML 문서를 parsing하고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WBEM Manager 프로토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Web User Interface

를 따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면 WBEM/SNMP 

Gateway를 통해 SNMP Agent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였다. WBEM 

Manager는 WBEM Client로써 원하는 각각의 기능을 메뉴에 있는 CIM 

Operation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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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EnumerateInstanceNames를 수행한 결과 

그림 25은 사용자가 EnumerateInstanceNames 메뉴를 실행한 결과이

다. EnumerateInstanceNames는 현재 Instance가 생성된 Agent들에게 적용

이 되는 것으로 141.223.82.148에 해당하는 Key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6 EnumerateInstances를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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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은 사용자가 EnumerateInstances 메뉴를 실행한 결과이다. 

EnumerateInstances는 현재 Instance가 생성된 Agent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Agent List에 보이는 141.223.82.148에 해당하는 SNMP Agent에 대

한 MIB 정보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7 GetInstance를 수행한 결과 

그림 27는 GetInstance 메뉴를 실행한 결과이다. Input Agent IP 

Address 값으로 Agent list 중에 하나인 141.223.82.8을 입력하면, 해당 

SNMP Agent에 대한 MIB 정보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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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GetProperty를 수행한 결과 

그림 28은 GetProperty를 수행한 결과이다. Input Agent IP Address 값

으로 141.223.82.8을 입력하고, 왼쪽 트리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Property 

값으로 sysName을 클릭하면 sysName의 값을 가져온다. 

 
그림 29 SetProperty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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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etProperty를 수행한 결과 

그림 29는 setProperty를 수행하기 위해, Input Agent IP Address로 

141.223.82.148을 입력하고 sysName의 Input Property New Value 값으로 

ottawa를 입력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0은 setProperty 메뉴를 수행한 결

과로써 sysName의 값이 ottawa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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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향후 과제 

우리는 본 논문에서 DMTF의 서버 관리 표준인 WBEM에 대해서 

그 핵심 요소 기술을 파악하였다. 또한 SNMP Provider를 설계, 개발하기 

이전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Microsoft WMI와 SUN WBEM의 SNMP 

Provider에 조사하고 분석해보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WBEM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WBEM/SNMP Gateway의 구조와 SNMP Provider

의 기능 및 구조에 대해 설계해보았다. 또한 SNMP Provider가 SNMP 

Agent와 WBEM기반의 관리 시스템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관리 정보 모델 변환 방법과 관리 동작 변환 방법에 대해서도 고

안해보았다. 우리는 validation을 위해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OpenPegasus를 확장하여 WBEM/SNMP Gateway의 두 가지 기능인 

specification translation과 interaction translation을 할 수 있는 SNMP 

Provider 프로토타입을 구현했다. 

기존의 Microsoft의 WMI나 SUN Solaris에서도 SNMP Provider를 지

원함으로써 WBEM/SNMP Gateway 기능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

었으나, 이들은 OS에 의존적이거나 장비에 의존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그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이 

부재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open source가 부재한 환경에서 어

떤 환경에서나 돌아갈 수 있게끔 DMTF의 표준을 따르는 WBEM/SNMP 

Gateway를 개발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100대, 200대 이상의 다수의 SNMP Agent들을 관

리하여 본 논문에서 설계, 구현한 WBEM/SNMP Gateway과 WBEM 

Manager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계획으로는 

WBEM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관점에서 Lightweight한 WBEM Agent의 

연구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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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DMTF는 기업과 인터넷 환경을 위한 관리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

하여 상호 운영성을 주도하는 산업계 표준화 기관이다. 최근 DMTF에

서는 Enterprise 네트워크에서 이종간의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WBEM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다. WBEM 기술은 CIM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CIM을 통해 관리 정보들을 나타내고 이를 CIM-XML을 통해 

Encoding하여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Microsoft의 서버 시스템이나 SUN의 서버 시스템 같은 곳에서 WBEM 

Agent를 탑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WBEM은 점점 확산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에 내장되어 있는 SNMP 

에이전트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WBEM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WBEM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위해 WBEM 기반의 매니저 시스템이 SNMP 

에이전트와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WBEM/SNMP Gateway가 필

요하다. 즉, WBEM/SNMP Gateway는 WBEM와 SNMP라는 서로 다른 도

메인 사이에서 관리 정보 변환 방법(Specification Translation)과 관리 동

작 변환 방법(Interaction Translation)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Microsoft와 

SUN과 같은 벤더에서 SNMP Agent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Microsoft WMI의 smi2smir 유틸리티와 mib2mof 유틸리티는 관리 정보 

변환을 해주며, SNMP Provider를 포함하여 이는 관리 동작 변환 방법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Microsoft WMI의 SNMP Provider와 SUN Solaris의 

SNMP Provider는 모두 장비나 벤더에 종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 동작 변환 방법에 대한 문서나 소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WBEM/SNMP Gateway를 설계하기에 앞서 

WBEM/SNMP Gateway의 Scalability를 고려하여 기존 WBEM 구현물들에 

대한 Benchmarking 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WBEM/SNMP Gateway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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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였다. 먼저, WBEM기반의 전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

고 WBEM/SNMP Gateway 구조, SNMP Provider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앞에서 설계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WBEM/SNMP Gateway 프로토타

입을 구현하였으며, WBEM Manager의 프로토타입 또한 구현하였다. 

WBEM/SNMP Gateway는 현재 오프소스로써 개발되고 있는 WBEM 구현

물들 중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OpenPegasus를 

확장하여 구현하였으며, WBEM Manager는 기존에 XML기반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개발되었던 XNMS를 확장하여 구현하였다. 

우리는 현재 기존에 프로토타입 수준의 WBEM/SNMP Gateway와 

WBEM Manager를 조금 더 완성도 높여서 구현할 것이다. 그리고 100대

나 200대 이상의 다수의 SNMP Agent를 관리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WBEM/SNMP Gateway와 WBEM Manager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

다. 또한 WBEM/SNMP Gateway의 설계와 구현이라는 연장선 상의 연구

는 아니지만, WBEM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Lightweight한 WBEM Agent에 대한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