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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네트웍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 증대
?기업내 다양한 네트웍 장비 및 시스템의 증가
?네트웍이 기업 정보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관리를 위한 인원 합리화 추세

?기존 NMS의 문제점
?platform의존적, console 중심의 중앙집중관리로 위치의존적
?구입 및 운영 비용이 높다 (network 관리자의 이직, 사용자

재교육, 지속적인 network monitoring이 어렵다 등)
?복잡한 사용형태로 운영자 스스로 기능향상이 어렵다

?Web기술의 발전
?ubiquitous, simple Web Browser의 제공
?platform independent application 지원 (Java applet수행 등)
?저비용 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 제공 및 세계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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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기업내 네트웍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하기 쉽고, 운영하기 쉬운 네트웍
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업내 네트웍 자원의 관리를 위한 네트웍 모니터링 기능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지속적인
네트웍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공개된 툴을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네트웍 관리에 꼭 필요한 기능위주로 제공하되 상세한 결과
분석 및 운영 지침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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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 구성요소
?network devices (router, hub, bridge etc.)와 이들을

연결하는 cable, connector 및 이들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들
?넓은 의미로는 Server, PC도 포함

?네트웍 관리의 목표
?네트웍 구성요소들 (router, hub, bridge등)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대의 대역폭을 제공

Related Work - Network Mg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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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 관리의 기능
?장애관리(Fault Mgmt)

• 비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감지, 문제고립, 문제해결, 시험 기능

?구성관리(Configuration Mgmt) 
• 네트웍 장비들의 상태정보 수집, 분석, 통제

?보안관리(Security Mgmt)
• 관리대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 관리

?성능관리(Performance Mgmt)
• 관리대상의 상황을 감시, 평가 및 조정

?계정관리(Accounting Mgmt)
•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현황 관리

Related Work - Network Mg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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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 네트웍 관리의 역할

Related Work 
- Enterprise Network Mg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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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네트웍 관리시스템 도입절차
?Perform device inventory
?Prioritize the functional areas of network mgmt
?Survey network mgmt applications
?Choose the network mgmt platform

?고려사항
? Internet 을 통한 monitoring 지원 (Global network)
?독점기술이 아닌 표준화가 된 protocol사용

?구현에 따른 비용이 비싸지 않아야 한다

Related Work 
- Enterprise Network Mg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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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형태
?embedded WbM
?시스템안에 HTTP server
?HTTP가 관리프로토콜

?proxied WbM
?HTTP와 다른 관리
프로토콜간의 mapping
?기존의 SNMP agent 활용

Related Work 
- Web-based Mgmt (W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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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Mgmt of Distributed Multimedia 
Services (CorbaMan in POSTECH)
? Java applet을 이용한 Web-based application m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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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k
- Web-based Mgmt Examples(2)

?Web-based ATM Switch Mgmt prototype
?WbM in Twente University, Tcl-based Mgm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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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Web-based Enterprise 
Network Traffic Monitoring 
System (WbE-NTMS)

?Requirements
?Network configuration detection and discovery
?Traffic data gathering and logging
?Traffic data analysis
?Network fault detection and reporting
?Web-based Mgmt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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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agent paradigm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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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WbE-NTMS

?Architecture(2)
?Manager system
?configurator, collector, analyzer, grapher, reporter

?Managed devices
?enterprise network devices (router, hub, switch 등)

?Management Information Repository (MIR)
? local file system or distributed file system

?Web server and Browser
?security
?client-pull META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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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1)

?Traffic monitoring은 툴에서 지원하나 그에대한
분석은 네트웍 관리자의 몫이다.
?기존 네트웍 관리툴은 기능은 강력하나 이러한

분석기준과 방법에 대한 guideline이 없다.
?기존 네트웍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네트웍 장비에 포함된 SNMPv1 agent 
MIB 활용.
?대표적인 Performance indicator인 network 

utilization, error rate의 계산 및 분석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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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2)
?Simple enterprise backbo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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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3)

?Network device utilization
?CPU process load와 queue length를 비교해서 사용

?Network link utilization
?FDDI

?보통 일과시간대 평균 utilization이 90% 이상인 경우에
과부하로 판단하고, 원인분석작업 실시후 해결안 제시
(예: FDDI ring분리, router upgrade, routing table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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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4)

?Ethernet
?broadcasting 통신

?보통 일과시간대 평균 utilization이 40% 이상인 경우에
과부하로 판단하고, 원인분석작업 실시후 해결안 제시
(예: switching hub 이용, segement 분리, batch job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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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5)

?Serial link 
?half-duplex : Ethernet 경우와 동일
? full-duplex : 송수신 전송속도 각각 설정

?보통 일과시간대 평균 utilization이 90% 이상인 경우에
과부하로 판단하고, 원인분석작업 실시후 해결안 제시
(예: link capacity 증설, traffic 경로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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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nalysis Guidelines(6)

?Traffic Error rate 
?FDDI, Ethernet인 경우는 error가 거의 없음

?Serial link인 경우 주로 발생
?연결접점 및 line불량, noise 등이 원인
?일반적으로 1%이상인 경우 원인분석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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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1)

?사용된 Tool 및 System 사양
?Tool 
?Multi-Router Traffic Grapher(MRTG) 사용
?public domain의 Perl-based mgmt system
?SNMP agent가 제공하는 data에 대한 graph 출력기능
?security, threshold reporting 및 dynamic map기능을

추가(MRTG+)

?System 
?TGMI SVR-4000 machine (2cpu, 64mb, solaris 2.4)
?Web server (Netscape Enterprise Ser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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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2)
?WbE-NTMS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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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 MRTG+ outputs(1)

? 자동생성된 router interface의
index page 

? Router interface의 traffic 
monitoring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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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 MRTG+ outputs(2)

? Dynamic network traffic 
monitoring map of POSCO

? Threshold report
? most active and error-prone 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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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 MRTG+ outputs(3)

? CISCO Router CPU load 
monitoring

? POSCO Pohang-Works FDDI 
Traff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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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구현한 Web-based Enterprise Network Traffic 
Monitoring system을 POSCO와 POSTECH에 약
6개월간 적용 (‘97.6 ~ ‘97.11)
?POSCO 전체의 FDDI 사용율과 network 

사용추이를 지속적으로 monitoring하면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었슴

?현업 network 관리자의 협조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 운영토록 하였슴(기존 관리툴 대비 쉬움)
?관리를 위한 traffic의 부하도 측정
?각 router를 통과하는 snmp packet 이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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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Future Work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식의 network 
monitoring system 제공
?web-browser와 기존에 사용중인 SNMP agent이용

?편리하고, 배우기 쉽고, 운영하기 좋은 시스템

?public domain tool 활용한 저비용 시스템

?현재는 SNMP MIB만 지원
?RMON과 같은 SNMP 확장 MIB의 지원을 통한 system 

monitoring부분도 지원

?DMI, CMIP에 대한 지원

?기존 사용중인 NMS tool과의 연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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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1.0 vs. HTTP 1.1

?HTTP 1.0의 문제점
?TCP기반의 통신흐름제어로 전송효율이 낮다.
?예: 하나의 파일, 하나의 연결, 잦은 연결설정

? caching기능이 미흡하다.
?예: 파기된 링크에 대한 연결작업 (사용자 몫)

?HTTP 1.1의 특징
?persistenet connection 기능 지원

?expiration & validation mechanism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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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latform-based Mgmt와 WbM 비교

Related Work 
- Web-based Mgmt (WbM)(2)

Platform-based Mgmt Web-based Mgmt (WbM)

Management application 과  agent 가

local LAN 에  있도록  한다

 - proxy 형식의  WbM

Efficiency

SNMPv1 의  요구 /응답  시간  제한

 - getnext request 만의  retrieval
 - getbulk request 가  SNMPv2 에서  제
공되나  현재  대부분의  agent 가

SNMPv1 사용함

Ineffciency of HTTP
 - HTTPv1.0 에서는  매  HTTP 요구
마다  TCP 연결을  재설정 ,
HTTPv1.1 에서  상시연결

(persistent connection)기능  지원

Scalability
Utilization problem of SNMPv1 agents
 -동시에  많은  SNMP 요구를  처리못
함

Proxy WbM 이용

 -  강력한  Web 서버  플랫폼  제공

   (서버의  사용율은  증가 )

Abstraction
Level

One central mgmt station 이  기본이나

RMON agent 이 용 한 분산관리지원 ,
IETF 의  DISMAN working group 에서

SNMP 이용한  분산관리  연구중

Proxy WbM 이용한  proxy 와  agent
간  분산된  관리기능  수행

 - proxy 는  SNMP, client 는  HTTP
 - 예 ) client 요구에  대해  proxy 에
서  통 계  데이타  처리  지원

Expandability Source recompile 및  모듈  재 분 배  등
의  필요로  일반적으로  어려움

Proxy WbM 에서  script 언어  지원

 -  수정  및  분배가  용이

Cost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비용이  높다

Web server, CGI script 지원비용  및
운영비용이  낮다

User
friendliness X-Window (X11/Motiff)기반의  GUI Web browser 기반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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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ks - Network Mgmt(3)

Features CMIP SNMP DMI HTTP

Information
Model Object-oriented

Limited
Object-oriented

Limited
Object-oriented Hypermedia

Language GDMO SMI MIF HTML

Architecture
Manager-Agent

Manager-Manager
cascaded

Manager-Agent
Manager-Manager Manager-Agent Client/Server

Operations

M-gets, M-set,
M-action, M-create,

M-delete,
M-Event-Report

Get, Set,
implicit action
(side effects) ,

Trap

Get, Set,
implicit action,
Add, Delete,

Event

Get, Post, Link
Trap not

supported

Communication
Mode

Transaction-oriented
Request/Response

Request/
Response

Request/
Response

Asynchronous
Request/
Response

Addressing MIT with OID
Scoping / Filtering

MIT with OID at
leaves of the tree

component/group
/attribute Ids URL

Management
Applications

Five Functional
Areas Not Specified Not Specified Pulg-In's Java

Standardization
Body

ITU-T, ISO/OSI IETF DMTF IETF

?표준 framework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