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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 년대부터 크게 발전한 네트워크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

크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1]과 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 의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CMIP) [2]등이 등장하

였다.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주로 CMIP이 사용되었고, 데이터통신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SNMP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전기통신분야에서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으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CMIP을 기반으로 
한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TMN) [3, 4]을 제정하였다. 이

러한 TMN은 이기종의 운영체제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과 통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확
장성, 최적의 성능,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적절한 레벨로 분산

되어 구현,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장비에다가 새

로운 기술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통신 관련 산

업체에서 이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CMIP은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성능면에서 느리며, 플랫폼값

이 비싸고, 소프트웨어 규모가 크다.  또한,  ITU에서 제안한 TMN의 

응용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 SNMP는 사용하기는 어느 정도 쉬우나 대규모 시스템 관리에 

적합하지 않고 보안기능이 취약하다. 그 외 표준 응용서비스 규격이 없

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 응용간 상호 운용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스템의 증가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 조

직에 여러 네트워크들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데이

터통신 네트워크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각 네
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SNMP, CMIP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관리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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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는 조직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여러 가지 

툴들을 구입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 
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마다 각각 자료를 수집해서  통합해야 하

는 별도의 지루하고 많은 양의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리기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기종의 여러 네트워크

들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

다.  

최근 Open Management Group (OMG) [5]에서 제정한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 [6]가 분산환경에서의 다양한 객체지

향 관리응용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반구조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관

리 응용 및 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영역의 분산시스템 개발에 적합한 
기술로 폭넓게 인식되어 [7], 최근 CORBA를 TMN구조에 적용하여 통

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MG에서도 전기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관리를 위
한 기능들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F)를 CORBA에 수용하고자 하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8, 9], TF개발의 일부로 SNMP와 CMIP등의 프

로토콜 도메인 (domain)과 CORBA 도메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가 
Joint Inter Domain Management (JIDM)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 

OMG의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10, 11, 12]. 이러한 JIDM의 연구결과는 

CORBA/TMN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TeleManagement Forum (TMF)1와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ervices (ACTS) 에서도 CORBA/TMN 도메인의 통합을 통해 CORBA

를 이용하여 CMIP을 관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14, 15, 16].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CORBA도메인에서의 CMIP관리를 위한 기반

연구, 즉 CORBA/CMIP 도메인 통합에 관한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SNMP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여러 대리자를 관리하기 위

한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1 구 Network Management Forum (N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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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네

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를 정의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CORBA/CMIP 통합을 위한 연구와 CORBA/SNMP 통합연구 등을 바탕

으로 하여  이기종의 운영체제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간의 상호운용성

과 통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TMN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TMN의 기능 중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시스템 기능

을 설계하고, SNMP 대리자 관리에 적용된 시스템 구현 결과를 소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표

준으로 일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의 기능과 표준화 추세,  CORBA
와 TMN에 대한 소개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 관리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구조를 제시하고 4

장에서는 설계부분으로, 먼저 기존의 관리 프로토콜을 수용하는 TMN기

반의 통합망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CORBA와 기술을 적용한 TMN 기반의 통합망관리 시스템

을 설계한다. 그리고 5 장에서는 4 장에서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의 시
스템을 구현하고, 6장에서는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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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관리 구조와 

기존의 관리표준 , 그리고 CORBA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CORBA 

기술을 이용한 TMN 구현을 위한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1  일반적인 네트워크 관리 구조 

네트워크나 시스템 관리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관리자 (manager)와 대리자 (agent)로 구성되는데 , 관리자는 사용

자로부터 관리 명령을 받아들여 대리자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을 하여 결과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 (Real Managed 

Resource)은 모델링을 통하여 관리 객체 (Managed Object)의 추상적인 형

태로 표현되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Management Information 
Base (MIB)로 정의된다. 대리자는 이 MIB을 바탕으로 관리대상자원들로

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거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하고 관리대상자원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나 결함을 감지하여 관

리자에게 알려 주기도 한다.  

M a n a g e r

Config Fault Perform Security Account

A g e n t

RequestResponse
/Event

Real 
Managed 
Resources

MIB

 

그림 1 : 일반적인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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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관리자가 제공해야 할 

기능은 표 1의 다섯 가지 기능으로 정의된다.  

표 1 :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일반적 기능 

 
기  능 내     용 

 
장애 관리 

(Fault Management) 

장애 관리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운용 상
태에 대한 감지, 격리, 그리고 정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험, 장애 위치 찾기 
기능들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다. 

구성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 대상
들의 상태 정보들을 수집, 분석 및 제어하는 
기능이다. 

 
과금 관리 

(Accounting Management) 

사용자나 사용자들의 집단에 대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들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원의 사용 정도에 따라 이용료
를 부과하고 사용자들이 자원을 잘못 사용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이다. 

 
성능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성능 관리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
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효율적
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
다. 

 
보안 관리 

(Security Management)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사용을 막고 관리 
정보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함으로써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에는 두개의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로 대
표되는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이고 다

른 하나는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CMIP)로 대표되는

OSI 관리 프레임워크 (OSI Management Framework)이다 [17]. OSI 관리 
프레임워크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궁극적인 모델이라면 인터넷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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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모델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인

터넷 관리 프레임워크의 간결성때문에 구현이 쉬워 현재로서는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2.1.1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 (Internet Management Framework)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는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 의

해 1990 년에 TCP/IP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관리를 위해서 채택되었

다 (RFC 1155, 1157, 1212, 1213) [18-21]. 이는 TCP/IP위에서의 프로토콜이

나 서비스들도 결국은 OSI 기반의 프로토콜과 서비스들로 전환할 것이

라는 예상 하에 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된 것이다. 1992 년에 보안 기능이 첨가

된 secure SNMP (RFC 1352) [22]가 나왔고 1993 년에는 보안 기능과 그 

외의 몇 가지 기능이 첨가되고 OSI 기반의 네트워크에서도 동작하는 

SNMPv2 의 인터넷 드래프트 (draft)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96 년에는 
SNMPv2 의 보안 기능의 결점을 없앤 커뮤니티 (community)기반의 

SNMPv2 (RFC 1901-1908) [23-26]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1998 년에는 보

안기능을 강화한 SNMPv3 (RFC2271, 2274)가 인터넷 드래프트로 나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27, 28].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표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진

다. 먼저 MIB에 포함되는 관리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설명하

고 있는 Structure and Identificat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SMI)와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정보를 정의한 MIB, 그리고 관리자와 대리

자 간의 통신 프로토콜인 SNMP로 나누어 진다.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

크의 기본 구조는 앞서 설명한 관리자-대리자 구조를 따르며 관리자와 
대리자 사이의 관리 프로토콜로 SNMP가 사용된다. SNMP는 크게 Get, 

Set, Trap의 세 가지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SNMP는 그 단순함이 CMIP에 대한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이미 많

은 워크스테이션이나 디바이스에 SNMPv1 을 따르는 대리자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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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OSI 관리 프레임워크 (OSI Management Framework) 

OSI 관리 프레임워크는 ISO에서 제정한 것을 ITU-T에서 채택하여 

확장한 것으로 X.700 시리즈 [29]로 알려져 있다. 이 프레임워크 역시 
관리자-대리자 구조를 가지며 프로토콜로는 CMIP을 사용하고 객체 지

향적 방법으로 정의되는 관리 정보를 가진다. 

이 표준은 크게 OSI 관리 프레임워크 개요,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 Common Information Management Protocol 
(CMIS/CMIP) [2, 30], 시스템 관리 기능 (Systems-Management Functions) 

[31], 관리 정보 모델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32], 그리고 계층별 

관리 (Layer Management)로 나뉘어져 있다. CMIS는 관리 정보와 명령을 
교환하기 위한 응용 서비스들의 집합이고 CMIP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관리자와 대리자 간에 정보와 명령들을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CMIP에서는 Event Report, Get, Set, Action, Create, Delete, Cancel-Get의 프로

토콜 오퍼레이션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기능에서는 OSI 관

리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되어야 할 관리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Object
management

Event-report
management

Log
control

Security-alarm
reporting

Security-
audit trail

Access
control

Accounting
meter

Workload
monitoring

Test
management Summarization

State
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Alarm
reporting

Event report

Create

Get Set Action

Delete Cancel-Get

Systems-management functions

CMISE services

Specific management functional areas

Faults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그림 2 : OSI시스템 관리 기능 

위의 그림 2는 OSI 시스템 관리 기능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관리 

정보 모델에서는 관리 대상인 관리 객체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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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GDMO) [33]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관리에는 OSI 참조 

모델 (OSI Reference Model)의 각 계층과 관련된 관리 정보, 서비스, 기능

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OSI의 관리 구조 및 프로토콜은 인터넷 관리 프레임워크

나 SNMP보다 많은 기능이 제공되지만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 통신망 보다는 전화망 관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2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TMN)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TMN) [34]은 오늘날의 개방

화되고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전화통신망과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운용, 관리, 유지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TU-T에 의해 제

작되었다. 이러한 TMN은 M계열의 권고안들 [35-39]로 정의되었으며,  

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의 CMIP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은 이러한 TMN과 통신망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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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Telecommunication Network와 TMN과의 관계도 

TMN은 전기통신망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시스템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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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 구성장비들을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관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의미하며, 전기통신

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구조이다. 

TMN은 개념적으로 전화통신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상의 모든 형
태의 전화통신망과 네트워크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TMN의 관리 기능

은 다섯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위의 2.1 에서 설명된 네트워크 

관리기능과 같은 범주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35]. 

2.2.1  TMN 관리계층 

TMN에서는 복잡한 전화통신망 관리를 위해 TMN에서의 관리구조

를 그림 4에서와 같이 5 가지 논리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각 계층은 그

림 4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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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TMN 관리계층 

 이는 TMN의 기능들을 논리계층으로 나누고 계층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관리기능을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3].  

?? 사업관리계층 (Business Management Layer): 종합적인 사업관리의 
일부분이며 타 관리시스템 또는 운용 시스템 (Operation System)들
과의 상호연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목표설정 



 10 

임무를 수행한다. 사업관리계층의 주요한 목표는 이윤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의 수입을 올리는 데 
있다. 

?? 서비스관리계층 (Service Management Layer): 서비스관리자의 집합

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자체관리 등을 수
행하며 이의 결과를 사업관리계층에 보고한다. 서비스 관리의 주
요 목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서비스 상품의 시
장화 시간 단축 등이 있다. 

?? 네트워크관리계층 (Network Management Layer): 모든 통신망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계층

으로 통신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제
공해야 하며, 또한 이 계층에서는 망 구성, 망 성능분석 및 통계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 요소관리계층 (Network Element Management Layer): 각각의 통신망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 통신망 구성요소계층에서 제
공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한 추상화를 지원한다.  

2.2.2  TMN 구조 

일반적으로 구조 (architecture)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

한 용어 및 개념정의와 시스템 구성을 추상화한 모형으로써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형태의 구성 블럭에 대한 기본규격을 제공한다. TMN의 
구조는 크게 기능구조 (functional architecture), 물리구조 (physical 

architecture), 정보구조 (information architecture)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3]. 

2.2.2.1  기능구조 

기능구조는 TMN이 제공하는 기능을 적절히 분산하는데 대해 기술

하고 있다. 기능구조는 운용시스템기능 (OSF: Operation System Function), 
워크스테이션기능 (WSF: Work Station Function), 통신중재기능 (MF: 

Mediation Function), 통신망 구성요소 기능 (Network Element Functio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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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장치기능 (Q Adapter Function)등의 기능 블럭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

러한 기능 블럭들을 통해 TMN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림 5와 같이 

관리정보를 주고받는 두 기능 블럭 사이는 참조점 (reference point)으로 

분리된다. 

OS(F)

QA(F) NE(F) QA(F) NE(F)

DCN

DCN

MD
(MF)

WS(F)
X

Q3

Q3

Q3/F

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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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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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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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TMN의 기능및 물리구조 

 
?? 운용시스템기능은 다양한 전기통신망 관리 기능들의 지원과 제어

를 위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기능 블럭이다. 

?? 워크스테이션기능은 관리정보 사용자를 위해 TMN정보를 해석하
는 기능 블럭이다. 

?? 통신중재기능은 통신망구성요소기능과 운용시스템기능사이의 원
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기능 블럭으로 통신제어 , 
프로토콜변환, 정보변환, 데이터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Q 정합장치기능은 표준 TMN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운용시
스템 기능과 네트워크 구성요소 기능들을 TMN으로 접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블럭으로 TMN인터페이스와 비 TMN인터

페이스간의 변환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 5에서 검은 점은 참조점을 나타내는데, 기능 블럭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개념적인 접속점이며 특정 통신프로토콜과 통신서비

스를 사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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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물리구조 

물리구조란 TMN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들 사이의 인터페이

스를 기술한 것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기능구조를 구성하는 기능 블

럭들을 물리적인 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 데이터 통신망 (DCN: Data Communication Network)은 참조점 q에서 
의 관리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것으로 OSI의 참조모델을 따른다. 

?? 운용시스템은 운용시스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TMN관리계

층에 따라 요소관리시스템 (EMS), 네트워크관리시스템 (NMS), 서
비스관리시스템 (SMS), 사업관리시스템 (BMS) 등으로 구분된다. 

?? 그 밖의 다른 시스템들도 각각의 기능 블럭을 위한 장치들이다. 

2.2.2.3  정보구조 

정보구조는 TMN 기능 사이의 관리정보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  객체지향적인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복잡한 관
리대상시스템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상호협력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OSI 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2.3  TMN 권고안 

ITU-T에서 처음 TMN에 대해 연구할 때는 운용시스템들과  전송단

말기들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와 프로토콜 규격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

으나 모든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가고 있다. TMN권고안들은 TMN 구현에 필요한 기본 원
칙, 구조, 정의 및 규격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중복과 비일관성을 배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 영역들로  구분하여 표준화 활동을 전개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권고안으로 작성된다 [34]. 현재까지 권고되고 
있는 TMN관련 권고안들은 그림 6과 같으며, 이중 일부 권고안들은 지

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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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TMN 관련 권고안 

주제영역별로 권고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 TMN구조는 ITU-T 권고안 M.3010 에 기술되어 있으며, TMN
기능구조, 정보구조 및 물리구조의 기본측면을 포함한다 [3]. 

?? 인터페이스 규격방법론:  이 방법론은 ITU-T 권고안 M.3020 에 기
술되어 있으며 , TMN 인터페이스 규격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준다 [36]. 

?? 관리 서비스: M.3200 에 기술되어 있으며, 전기통신망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관리활동을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한다 [37]. 

?? 관리기능: M.3400에 기술되어 있으며, 관리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TMN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되는 TMN관리 기능들로 TMN인터페
이스 규격에 따른 기능적 요구 사항들의 집합을 기술한다 [35]. 

?? 관리정보 모형: M.3100 과 M.3180 에 기술되어 있으며, 관리대상이 
되는 통신망 자원들을 추상화한 내용이다 [38, 39]. 

?? 관리정보 등록: 관리정보등록을 위한 관리객체 정의 지침은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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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X.722에 기술되어 있다 [33]. 

?? 통신프로토콜: TMN인터페이스를 통한 관리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관리응용 프로토콜인 CMIP은 각각 ITU-T권고안 X.710 에 기술되
어 있다 [30].  

?? 시스템 관리서비스 및 관리메세지 : ITU-T권고안 X.730 계열 [29]에 
기술되어 있는 OSI시스템 관리기능을 활용하며, Q.820 계열 [40]에 
권고되고 있는 TMN관리 메세지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관리응용기

능들을 제공한다.  

2.3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 

분산환경에서의 응용프로그램들의 통합을 위해 1989 년 Object 
Management Group (OMG)가 개방형 객체 기반구조로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OMA)를 제정하였다 [41].  

OMA는 응용 프로그램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객체의 생성, 소멸에서

부터 저장, 트랜잭션 기능에 이르기까지 분산 객체 환경에서 필요한 모

든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OMA는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는  객체개념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OMA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그림 7에서와 같이 네 가

지로 이루어 진다.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CORBA, 객체

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본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는 Common 

Objects Service Specification (COSS), 특정 업무영역에 제공되는 상위레벨

의 Common Facilities, 그리고 이들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작성한 
각종 응용 객체들 (Application Objects) 등이다. 이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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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Request Broker

Application Objects

Common  Facilities
Vertical Common Facilities

Horizontal Common Facilities
User

Interf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Task

Management

Naming Persistence Life Cycle Properties Concurrency Collections Security Trader

ExternalizationEvents Transactions Query Relationships Time Change
Management

Licensing

Common Object Services  

그림 7 : Object Managment Architecture  

2.3.1  CORBA 구조 

CORBA는 OMA의 기본기능으로, Object Request Broker (ORB)는 객체

의 통신채널을 담당하며, 객체 서비스는 오브젝트를 다루는데 필요한 
persistency, concurrency, naming, lifecycle, security 등을 제공하고 , printing, 

mail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1]. 

Dynamic
Invocat ion

ORB
Interface

Client
IDL Stub

Static
Skeletons

Dynamic
Skeleton

Invocat ion
Object

Adap te r

Client Object
Implementat ion

ORB coreGIOP/ I IOP

operation()

in args

out  args + return value

 

그림 8 : CORB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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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구조에 대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8에서처

럼 ORB Core 부분, 클라이언트 부분, 구현객체 (Object Implementation)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ORB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요청과 응답을 중계하는 역할

을 한다.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한 서버 오브젝트 위치를 Naming Service

를 이용해서 찾아 주며, 구현객체가 제공되는 쪽에서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구현객체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담당하는 것으

로 동적호출 (Dynamic Invocation), 클라이언트 스터브 (Client Stub), 인터

페이스 저장소 (Interface Repository), ORB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클라이언트 스터브:  오브젝트 서버에 대한 정적인 접속을 제공하
고 IDL 정의에 의해서 제공된 코드부터 미리 컴파일 된다. 

?? 동적 호출은 실행 중에 원하는 메소드를 동적으로 호출할 수 있
는 기능으로 인터페이스 저장소에서 해당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여 메소드를 수행한다. 

?? 인터페이스 저장소는 등록된 서버에 대한 정보와 IDL의 컴파일 
된 버전을 가지고 있다. 

?? ORB 인터페이스는 통신기능과 메소드 호출을 담당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구현 객체에 모두 해당된다. 

구현객체 부분은 스켈레톤을 통해 들어온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요청

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현 스켈레톤 (Implementation Skeleton), 오브젝트 

아답터 (Object Adaptor), ORB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구현 스켈레톤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구현 객체를 
직접 호출하는 역할로서, 서비스 요청시 제공되는 정보를 해석하
여 구현객체에 전달하고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 Dynamic Skeleton Interface (DSI)는 객체가 정의된 IDL 컴파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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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된 스켈레톤을 가지지 않을 때,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서비

스 요청 처리를 위해 서버에게 제공된다.. 

?? 오브젝트 아답터는 ORB의 핵심 통신서비스와 서버를 접속하는 
것으로 서버 오브젝트에게 실행시 함수의 인자와 호출을 담당하

는 것으로 CORBA를 적용하려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위치적으로 객체 아답터는 구현 스켈레턴과 
ORB에 위치한다. 따라서 객체 아답터는 구현 객체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며 해당 구현 객체를 유일하게 관리한다. 또한 실제 메소드
를 호출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구현 객체를 호출하기 위해
서 모든 구현 객체에 대한 정보를 구현 저장소 (Implementation 
Repository)에 저장하고 이를 참조한다.  

CORBA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적 호출과 동적 호출의 두가지 서비스 

호출방식을 제공한다. 전자는ORB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기능을 이용하

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

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수행 중에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동적 인터

페이스 호출로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 모두를 지원한다. 따라서 사

용자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나 정적 호출에 비해 많

은 코드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2.3.2  Common Object Service Specification 

CORBA에서는 응용객체를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 레벨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로 Common Object Service Specification (COSS)이다 

[42]. 이 장에서는 이러한 COSS로 정의된 16 가지 명세 (Specification)중 

주로 쓰이는 네트워크 관리와 관계된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 Life Cycle Service: 객체의 대해 생명주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분산된ORB기반의 환경에서 객체의 생성, 삭제 이동 및 복
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 Naming Service: 이 서비스는 하나의 Naming Context와 관계 있는 
객체에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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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Naming Context는 name binding set을 가지고 있는 객체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름 (Name)은 하나의 Naming Context에서 유
일하다. 이름은 객체에 대한 참조 (Reference)를 얻기 위해 바운드 
(Bound) 되거나 리솔브 (Resolve) 된다. 

?? Event Service: CORBA에서는 생성된 서버 객체는 클라이언트의 요
청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데 서버 객체에서의 클라이언트로의 
일방 (One way)적인 메세지 전달이 불가능 하다. Event Service에서 
Event Channel를 통해 이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vent 
Channel에서는 Push와 Pull의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 Properties Service: CORBA에서 모든 객체는 IDL을 통해 정의되는 
정적인 속성만을 갖는다. 그러나 분산환경에서 객체를 조작하다 
보면 이와 달리 동적으로 특정 객체에 새로운 속성을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동적으로 특정객체와 관련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3.3  Common Facilities 

위의 ORB와 COSS 서비스가 기본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Common Facilities [6]는 이러한 것들을 응용 개발자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수준에까지 확장한 것인데, 대부분의 응용 개발자가 개

발하고자 하는 특정 업무영역에 맞는 Common Facilities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OMG의 표준영역에서 가장 중요시 될 것이다. 

Common Facilities는 수평적인 (Horizontal) 것과 수직적인 (Vertical) 

것으로 나누어 지는데, 수평적 Common Facilities는 시스템 관리 같은 응

용의 업무 영역에 독립적인, 즉 모든 업무영역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
이고, 수직적 Common Facilities는 특정 업무영역에 좀더 많은 기능을 제

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Common Facilities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데 OMG의 연구 진행과 JIDM의 연구가 이 부분에 해당되므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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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RBA 도메인과 TMN  도메인의 통합 노력 

최근까지 네트워크와 시스템관리를 위한 표준이 몇몇 표준기구에 

의해 각각의 관심 영역에 대한 부분만 제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ITU-T
는 TMN표준을, OSI는 CMIP을 사용하는OSI 관리 프레임워크를, 그리고 

IETF의 SNMP를 사용하는 Internet 관리 프레임워크 등이 그것이다. 이

중 OSI의 CMIP은 TMN의 표준관리 프로토콜로  채택되었다. 표 2에서 
에서는 TMN의 CMIP과 SNMP 그리고 CORBA와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

다.  

표 2 : SNMP, CMIP과CORBA의 특징 비교 

구분 IETF SNMP TMN CMIP CORBA 

관리정보  
SNMP SMI 
(객체기반형) 

GDMO  
(객체지향형) 

IDL  
(객체지향형) 

관리  
오퍼레이션 

Get,  
GetNext, 
Set,  
Trap 

M-GET,  
M-SET,  
M-ACTION 
M-CANCEL-GET,  
M-CREATE,  
M-DELETE 

Request, 
Response, 
CancelRequest, 
LocateReply, 
CloseConnection, 
MessageError 

관리구조 관리자-대리자, 
관리자-관리자 

관리자-대리자, 
관리자-관리자 

클라이언트  
- 서버 

다중응답 해당없음 지원 해당없음 
확장성 나쁨 나쁨 양호 
관리기능과  
서비스 

해당없음 M.3400 에 관리기능
명시 

COS Specification 

Scoping과 
Filtering 해당없음 지원 해당없음 

위치 투명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원 
이벤트 보고 Trap M-EVENT-REPORT Event Service 

 

TMN 관리프레임워크와 SNMP 관리프레임워크는 기능과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TMN은 Scoping과 Filtering을 통해 매우 강력한 관
리정보 조회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느리고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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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반면, SNMP는 기능이 간단하고 사용이 용이해 폭넓게 사용

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부적합하다. CORBA와 

CMIP이 객체지향형 관리 정보인 반면 SNMP는 객체 기반형으로 정의

되어 있다. 또한 관리 오퍼레이션도 CMIP의 경우 M-ACTION등과 같은 

강력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관리 구조면에서 CORBA는 관리자 및 대

리자가 모두 객체로 존재하고 이들간의 통신은 ORB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CMIP의 경우 관리기능이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SNMP의 경

우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표준들을 CORBA 도

메인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43]. 

2.4.1  Object Management Group (OMG)의 TMN과 CORBA 통합  

OMG의 Telecom Task Force는 그림 9 와 같은 CORBA 기반의 
Telecommunication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위한 구조를 제안했다. 
[6] 
 

Object Request Broker(OMG CO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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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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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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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Services

User-Interface

 

그림 9 : OMG의 운용시스템  참조 모델 

 

제안된 구조는 CORBA구조를 이용하여 OSI의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관리 개념에 대한 대체를 위한 구현 윤곽을 포함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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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새로운 구현 구조 개발의 목표는 수년간 ITU-T/OSI 표준 제정에

서 획득된 지식과 전문성을 재사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ITU-T/ISO, SNMP, CORBA 기반 그리고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
트워크 요소와의 호환성을 제공을 위한 것이다. 제안된 구조를 중심으

로 적용과정을 살펴 본다. 

2.4.1.1  관리시스템으로서의 CORBA  

OMG는 다른 통신 구조에 대한 게이트웨이 (Gateway) 기능을 지원

하는 CORBA 중심의 전화통신 관리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MAF (Management Application Function) 구성요소는 TMN에서의 MAF
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TMN에서나 OMG에

서의 표준화의 대상은 아니며 OMG의 OMA에서 특별한 응용객체로 취

급된다.  

Management Facilities는 X/Open 시스템 관리그룹에 의해 정의된 
System Management Facilities와 JIDM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장비나 서비

스에 대한 프락시 (Proxy)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Facilities 부분은 전화통신망 연구 그룹 (Telecommunication 
Domain Task Force)의 몫으로 남겨 두고 있으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은 전화통신망 관리 이벤트 서비스와 관계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 

2.4.1.2  관리 대상으로서의 CORBA 

OMG의 시스템 관리에서는 CORBA 객체가 실제의 관리대상을 나

타낸다.  CORBA에서 관리되는 모든 관리객체는 하나의 IDL로 정의되

는데 모든 CORBA기반의 관리시스템을 위해 공통적으로 합의된 관리객

체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관리표준에서 정의된 관리객

체 (OSI의 GDMO, IETF의 SMI로 정의됨)들도 IDL로 표현되는데 JIDM

에서 이를 위한 변환 (Translation)을 완성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리표준

에서는 관리객체 (Managed Object)와 서비스객체 (Service Object)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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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단지 대리자에 대한 인터페이스만을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CORBA 기반의 관리시스템에서는 이들간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프로토콜을 가진 대리자

도 관리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OMG에서 제안한 운용시스템 참조모델은 

CORBA/TMN 통합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OMG가 

아래에서 설명될 JIDM의 제안을 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IDM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TMN관리를 위한 Telecommunication Facilities에 대한 분야

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4.2  Joint Inter-Domain Management (JIDM) 

JIDM working group은 위에서 설명한 OMG의 “Interworking between 

CORBA and TMN System RFP” [8]에 대해 X/Open과 TeleManagement 

Forum (TMF)의 후원으로 서로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간

의 연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SNMP, CMIP과 CORBA

기술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SNMP와 CMIP의 관리정보 모델을 

CORBA의 IDL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Specification Translation (ST)과 
프로토콜 매핑을 위한Interaction Translation (IT)를 제안 했으며 1998 년 

11 월 OMG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10, 44]. JIDM의 연구결과가 

OMG의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사실상의 CORBA/TMN의 통합을 위한 업
계의 기반기술로 인식되고 있고 JIDM의 게이트웨이 접근 방법 

(Gateway Approach)를 기반으로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2.4.2.1  Specification Translation 

Specification Translation은 CMIP에서 MIB정의어로 사용되는 GDMO, 
SNMP에서 MIB 정의어로 사용되는 SMI와 CORBA의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IDL)간의 변환을 위한 메카니즘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Specification Translation에는 ASN.1, SNMP의 SMI, CMIP의 GDM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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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로의 변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4.2.1.1 ASN.1의 IDL로의 변환 알고리즘 

ASN.1 은 CCITT와 ISO에 의해 제정된 표준으로 응용프로그램의 데

이터를 플랫폼에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정의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의 구

조를 정의하기위한 언어로 SNMP와 CMIP에서 관리 정보를 정의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SN.1
module

ASN.1
Translator

IDL
module

Nickname DB

 

그림 10 : ASN.1의 IDL로의 변환 구조 

그림 10에서와 같이 각각의  ASN.1 module은 독립된 하나의 화일 형

태의 IDL module로 변환된다. 모듈이름은 “Nickname DB”를 이용하여 저
장된다. 이러한 ASN.1 의 IDL 변환 알고리즘은 GDMO와 SMI를 IDL로 

변환하는데 모두 적용된다. 

2.4.2.1.2 OSI GDMO의 IDL로의 변환 알고리즘 

아래 그림 11은 OSI GDMO를 IDL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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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GDMO의 IDL로의 변환 구조 

 

하나의 GDMO 템플릿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 변환되는데 , 기본

적인 인터페이스, GDMO에 정의된 Action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Notification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변환된다. 모든 Attribute는 기본 인터

페이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으로 변환되고, Action 또한 기본 인터페이스

의 오퍼레이션으로 변환된다. Notification은 이벤트 전달 메카니즘에서 
사용될 오퍼레이션으로 변환된다. Behaviour는 주석 (Comment)으로 처리

된다. GDMO에 정의된 모든 관리객체 클래스는 IDL로 전환된다. GDMO

에서 정의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간의 상속 구조도 인터페이스

에 그대로 적용되어 변환된다. 또한 모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CORBA::Object로부터 상속받는 Managed Object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

는 것으로 변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속성과 오퍼레

이션에 대한 구현은 Interaction Translation을 통해 구현된다. 

2.4.2.1.3 IETF SMI의 IDL로의 변환 알고리즘 

OSI의 GDMO가 객체지향 (Object Oriented)방법을 사용하여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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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 반면 IETF의 MIB정의어로 사용되는 SMI는 객체기반 (Object 

Based)방법을 사용하여 정의 되었다.  

S N M P
S M I

S N M P _ S M I .idl

M A C R O S

NotificationsASN.1 Types

SNMP to  IDL
Compiler

 

그림 12 : SMI의 IDL로의 변환구조 

먼저 SNMP MIB에 정의된 모든 그룹 정보는 하나의 IDL로 변환되

며, 그룹내의 엔트리는 IDL내의 하나의 속성들로 변환된다. 그러나 테

이블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IDL로 변환된다. 또한 이벤트의 
처리를 위해 Gateway에서의 이벤트처리를 담당하는 SnmpNotifications과 

PullSnmpNotifications의 두 가지 IDL를 생성한다.  

2.4.2.2  Interaction Translation 

Specification Translation (ST)은 MIB정의에 대해 IDL로의 매핑만을 제
공하는데 Interaction Translation (IT)는 CORBA 도메인과 각 프로토콜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토콜 전환을 제공한다. 이는 관리응용에게 관리정

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ST를 통해서 생성된 IDL에 대리자와

의 통신을 위한 해당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가 된다. 관리프로토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구현

자에 종속적인 문제이므로 JIDM에서는 IT는 실제 구현자에 몫으로 남

기고 있다.  

JIDM에서는 이렇게 구현된 아답터 객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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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나 제어를 위해 JIDM Facilities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4 장에서 

설명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4.3  ACTS의 PROSPECT 프로젝트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ervices (ACTS)는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상호 협조적인 서비스 관리, 통

합 서비스 관리 그리고 상이한 도메인간의 관리에 필요한 CORBA/TMN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 구성요소를 정의 하고 있다 [15, 16]. 이것은 
TeleManagement Forum (TMF)에서 CORBA기반의 전화통신망 관리를 위

해 제안한 Management System Framework (MSF)를 구체화한 것이다. 

ACTS의 연구는 CMIP 기반의 대리자 (Agent)를 관리하기 위한 CORBA 

기반의 관리응용에 대해 CORBA/TMN 통합 관점을 두고 있다. 

OSI Ag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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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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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vi
ce

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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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pplications

Intelligent 
Objects

Composite Objects

Adapter object

Access Facilities

Log
Manager

Event
Manager

Query
Manager

CORBA/CMIP gateway

CMIP

OSI AgentOSI Agent

 

그림 13 : PROSPECT의 NMF MSF 확장 구조 

먼저 TMF에서 제안한 MSF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본다. Access 

Facilities는 관리대상과 관리응용 간의 통신을 지원하고,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는 관리응용에게 관리대상이 지원하는 관리프로토콜에 

대한 프락시 기능을 제공한다. 복합 객체 (Composite Objects)는 관리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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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게 대리자에 대한 관리 기능과 데이터 추상화를 제공한다. 아답터 

객체가 하나의 관리대상에 대한 데이터 참조와 단일 오퍼레이션을 제

공하는 반면, 복합 객체는 객체 그룹과 일련의 오퍼레이션을 제공한다. 
지능적 객체 (Intelligent Objects)는 최상위 레벨의 추상화 기능을 제공한

다. Common Service는 이러한 객체들에 대해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MSF에 대해 ACTS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CMIP 

대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를 정의하였다. 아답터 객체로 JIDM에 제
안한 CORBA/CMIP Gateway를 적용하였고 복합 객체로 EventManager, 

LogManager 그리고 QueryManager를 정의하였다.  

?? EventManager는 대리자로 부터 발생되는 이벤트를 받기 위한 
Adapter Object의 EventPort 인터페이스와 이벤트 제어기능을 제공

한다. 이는 Event Port 초기화와 Event Forwarding Discriminator 
(EFD) [30]와 관련된 일련의 오퍼레이션과  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들을 이용한다. 

?? LogManager는 이벤트에 대한 로그기능과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 QueryManager는 OSI의 관리객체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의 아답터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이는 CORBA의 COSS [42]를 이용

하여 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위에서 살펴본 ACTS PROSPECT의 연구에서는 CORBA/TMN 통합

에 중점을 둔 관리시스템을 위한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TMN
의 관리 영역으로 OSI의 CMIP 대리자를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았기 때

문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리자를 위한 고려가 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위에 제시된 3가지 외에 기존의 TMN의 기능을 위한 대리자

의 SMF의 전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4.4  Westphall의 Alarm Surveillance  

Westphall et al’은 TMN 프레임워크에서 CORBA를 이용한 분산관리

를 구현해 보고자 그림 14에서와 같이 TMN의 Alarm Surveillanc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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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리자의 Current Alarm Summary Control과 Management Operation 

Schedule 관리객체의 제어를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과 이를 사용하는 관

리 응용을 구현하여 가상의 ATM Switch 관리에 적용하였다. [45] 

A g e n t  P r o x y
C u r r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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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a g e m e n t
O p e r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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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a g e m e n t  A p p l i c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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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r r e n t
A l a r m

S u m m a r y
C o n t r o l

M a n a g e m e n t
O p e r a t i o n
S c h e d u l e

 

그림 14 : Westphall의 Alarm Surveillance system 구현 구조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CORBA 기반의 경보 감지를 위한 게이트웨

이 기능 제공을 확인한 정도며 여러 대리자를 관리하는 CORBA 기반의 
TMN 관리시스템이 관리자의 시스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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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MN 기반의 CORBA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 

TMN 표준 권고안은 TMN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기능과 서비스

를 정의 하고 있지만 대리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구현하

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나 관리자에 관하여는, 특히 네트워크 관리 계층 

(Network Management Layer: NML), 아직 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하여 표준

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현이 쉬운 
CORBA를 이용하여 실제 적용함으로써 관리자의 문제를 좀더 구체화시

켜서 이를 표준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CORBA 관리자와 SNMP, CMIP 및 기타 네트워

크관리 구조에 의한 대리자를  가정한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구조에 대해 설

명한다.  

TMN 개념을 기반으로 CORBA 관리자를 구상한 이유는 TMN 개념

은 다른 어떠한 네트워크 관리규격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46]. 

3.1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를 위한 요구사항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대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관

리의 통합은 관리자와 대리자간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이 각 대

리자가 제공하는 관리정보 정의와  관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관리자

의 관리정보와 관리 오퍼레이션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

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대리자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관리프로토콜을 

관리하기 위한 CORBA 기반의 네트워크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에 중점

을 두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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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관리대상에 대한 Naming과 Addressing 방법 해결 

 CORBA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분산객체의 위치 투명성

이다. ORB는 객체의 이름으로부터 객체가 위치해 있는 주소를 자동으

로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반면에 다른 네트워크관리 표준안에서

는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대리자의 위치를 알게 된다. 또다른 문제

는 관리객체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Naming이다. 대리자의 위치를 
알아 냈다고 하더라도 TMN 및 SNMP는 각각 도메인 이름 (Domain 

Name: DN) 테이블 구조로 관리객체를 연결시켜 놓았으므로 이 관계내

에서 관리객체를 지목하여 관리행위를 지시한다. 그러나 CORBA는 이
러한 객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므로 이

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법이 요구된다. 

3.1.2  상이한 관리 정보모델 통합 

CORBA는 객체지향기법에 의한 객체모델을 지원하고 OSI 또한 객
체지향기법에 따른다. 그러나 SNMP는 객체지향기법 대신 객체기반기법

을 도입하고 있다. OSI와 CORBA가 같은 객체지향기법을 도입하였으나 

사실은 OSI의 여러 가지 관리정보를 추상화한 관리정보에 대하여는 정
확하게 변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즉 포함관계 (Containment 

Relationship: CR)와 같은 관리정보는 CORBA 객체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CORBA는 상속관계 (Inheritance Relationship: 
IR)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SNMP의 경우는 객체모델이 가지는 

단순성으로 인하여 쉽게 변환할 수 있다.  

3.1.3  관리정보에 대한 접근과 교환의 상이한 방법 해결 

OSI 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대리자의 관리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

근을 제공하는데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오퍼레이션 수행을 지시하는 

Scoping,  Scoping을 통해 지정된 관리대상 중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대
상만을 선정할 수 있는 Filtering,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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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수행결과를 관리자에 보고하는 Linked Reply 기능 등을 이용

하여 포함관계 (CR)에서 여러 관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CORBA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른 서
버의 응답형식의 접근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한번

에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정보 

접근과 프로토콜에 있어서의  상이함이 어떠한 문맥상의 손실 없이 해
결되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관리객체가 분산시스템에 광범위하게 분산

되어 있을 때 CORBA는 확장성과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3.1.4  관리대상으로부터의 발생되는 이벤트 처리 

OSI 관리자나 대리자에서 CORBA 상의 관리응용에 대한 이벤트 보
고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OSI 관리프레임워크에서는 Event Forwarding 

Discriminator (EFD)가 정보손실로부터 보호 및 저장의 목적으로 필요한 

관리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기능과 이벤트 보고를 위한 목적지에 
대한 제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CORBA의 Event Service는 종

단간의 이벤트 수신에 대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관리정보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CORBA와 TMN을 
통합함에 있어서 이벤트 서비스에 대한 상이함을 해결 해야 한다. 또한 

TMN의 CMIP에서 정의된 경보 정보와 SNMP에서 정의된 트랩 (Trap) 

정보의 상이함에 따른 경보 수신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한

다. 

3.1.5  CORBA 서비스와 TMN 관리 서비스와의 관계 

ITU-T 권고안 M.3400 [35]에는 TMN이 제공해야 할 많은 관리기능

과 서비스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TMN관리 서비스의 실체화

를 위한 관리정보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안에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TMN 개념은 서비스관리에 대해서 적용되

었다. 그러나 CORBA 기반의 서비스 객체를 관리하는 CORBA 관리자

와 GDMO로 정의된 관리객체를 관리하는 TMN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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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OMG는 현재 Naming, Event 등의 많은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

는데 [42], CORBA 기반의 TMN 시스템은 현재의 CORBA 서비스와 상

호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도메인 서비스간의 관계 정의

가 필요하다. 

3.2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 

TMN 기반의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는 그림 15과 같다.  모든 구

성요소는 CORBA의 객체로 구성되며 ORB를 통해서 상호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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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 

 

Gateway proxy는 CMIP, SNMP등과 같은 고유의 관리프로토콜을 

CORBA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리자의 관리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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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관리정보와 오퍼레이션 기능이 CORBA 도메인으로 전환되

며, 또한 관리자가 대리자에 수행하는 CORBA도메인의 오퍼레이션을 

각 대리자가 사용하는 관리정보 및 오퍼레이션으로 전환하여 대리자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CORBA/SNMP, CORBA/CMIP 뿐만 

아니라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CORBA/Proprietary 등 각 관리프로

토콜과 CORBA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각각의 Gateway proxy가 필요

하다. 이러한 Gateway proxy는 각각의 대리자가 관리하는 상이한 관리정

보모델에 대한 CORBA 도메인에서의 접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Proxy Coordinator는 각 프로토콜 도메인에 대하여 상위 계층에게 일
반적인 COBRA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네트워크 통합 관

리에 있어서 많은 대리자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대상 전체를 

하나의 관리 도메인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여러 도메인 별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데 각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Proxy Coordinator는 상이한 관리정보 및 관리프로토콜의 CORBA 도메인

으로의 매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OSI 관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Gateway proxy를 찾아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System Management Functions은 일반적으로 OSI의 관리프로토콜을 

사용하는 TMN의 대리자에서 관리대상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

들을 CORBA 객체로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SMF개념을 통합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

한다. SMF는 13개의 기능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기능들을 통하

여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Management Functions은 System Management Function이 제공하는 기능

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다섯가지 관리기능 (장

애관리, 구성관리, 과금관리, 성능관리 및 보안관리)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SMF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조합으로 제공한다. 

Management Services는 TMN의 관리계층 중 사업 관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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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anagement Layer) [36]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TMN을 이용하여 

특정 업무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위에서 제공되는 Management Function들의 필요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

한다. 이는 TMN의 논리적 관리계층 중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Java-Based Application은 위에서 구축된 관리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Web browser를 사용함으로써 Web 기술

이 제공하는 위치 투명성의 장점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에게 관

리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플랫폼 기반의 관리 툴들이 시

스템에 의존적이므로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용

한다. 

COSS란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할 때 ORB가 제공하지 

못하는 일방향 통신, 즉, 대리자가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메세지인  이벤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Event Service, 대리

자의 관리정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Naming Service, 기타 객

체생성을 위한 Life Cycle Service 등을 제공한다. 

Management Information Repository (MIR)는 대리자에 대한 정보, 대리

자의 이름 (주소), 관리정보구조 (Management Information Tree)등을 유지

함으로써 관리자가 대리자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 할 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다. 

Web server는 위에서의 Web browser를 통한 User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Java Application을 Web browser의 요청시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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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arm Surveillance System설계 

이 장에서는 위의 3 장에서 정의된 TMN의 기능 중에서 Alarm 

Surveillance를 설정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
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Alarm Surveillance는 TMN

의 장애관리 (Fault Management)기능의 일부 기능이다 [35, 46]. 이 기능

은 관리정보 조회 및 설정 기능뿐만 아니라 이벤트 처리기능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해 봄으로써 그 구조의 타당성

을 검증할 수 있다.  

4.1  시스템 요구사항  

Alarm Surveillance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먼

저 관리대상으로부터 발생한 비정상적인 조건이나 네트워크의 실패를 

감지한 대리자가 Alarm 정보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관
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경보장치 (예, 청각적이거나 시각적 경보)를 통

해 알리게 되고 운용자는 Alarm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취하게 된다.  

TMN은 OSI의 CMIP관리프로토콜 사용을 전제로 제안된 구조이기 
때문에 ITU-T의 권고안 M.3400 에 제시된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요

구사항 역시 CM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대리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TMN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다섯

가지 기능, 즉  구성관리 기능, 장애관리 기능, 과금 관리 기능, 보안관

리 기능 및 성능관리 기능 중 필요한 기능들의 조합으로 제공된다. 이

러한 관리기능은 그림 16에서 TMN 관리기능집합 (Management Function 
Set Group)에 해당하는 기능이며 이러한 그룹 (Group)은 다시 몇 개의 

기본적인 기능 (Function)이나 기능집합 (Function Set)으로 구성되는 계층

적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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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TMN 관리 서비스와 기능 간의 관계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기능집합 (Function Set)과 기능 (Functions)

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 TMN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기능 집합과 기능들 

Function Set Functions 
Alarm Reporting ?? 현재의 설정된  Alarm 발생시 보고할 관리자 

주소를 조회 및 변경 기능 
?? 발생된 Alarm 보고에 대한 수행 제어 기능 
?? 대리자에 저장된 Alarm 정보 내역 조회 기

능 
Log Control  ?? 대리자에 대해 발생한  Alarm 정보에 대한 

저장 기능의 수행 여부를 지시 하는 기능 
Alarm Summary ?? 대리자에 대해 Alarm 발생을 위한 지정된 

조건 보고 기능 
?? 위 기능의 수행 여부 지시 기능 

Event Criteria  
Management  

?? 발생한 Alarm 정보에 대해 심각성 (Severity) 
제어 기능 

Alarm Indication  
Management 

?? Alarm 발생된 장치에 대해 시각적  및 청각
적 경보 발생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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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능들은 관리자가 대리자에 대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

능들을 명시한 것이나 CM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대리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공하는 기능의 간결성으로인해 폭넓게 사
용되고 있는 SNM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대리자에 대해서도 SNMP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SNMP의 트랩 

(Trap)과 CMIP의 Alarm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리행위를 운용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필요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전체적인 설계를 먼저 

설명하고 세부 제공 기능을 명시한다. 

4.2    전체 구조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시스템 구조는 아래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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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Alarm Surveillance System 구조 

User Interface는 대리자로부터 보고된 Alarm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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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확인하는 기능 및 현재의 Alarm 현황을 조회하는 Alarm Viewer

와 대리자에 대한 관리정보 객체 수준에서 관리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MIB Browser로 나누어 구성된다. 

Web Server는 사용자가 Java applet code를 다운 받아 위와 같은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도록 Java applet code를 가지고 있다.  

SMF는 13개의 기능영역중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기능으로 다음

과 같은 네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첫번째로 Event Reporting Management 

는 대리자로부터 보고되는 Alarm 수신을 위해 COSS의 Event Service가 
제공하는 Event Channel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또한 관심없는 

Alarm 정보에 대해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필터링을 끝낸 Alarm 정보

를 Alarm Reporting과 Log Control에게 보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두번째로 
Log Control 은 Event Reporting Management로부터  대리자로부터 보고 받

은 Alarm 정보를 전달 받아 이에 대한 저장 기능, 조회 기능 그리고 저

장을 위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세번째로 Alarm Reporting은 Event 
Reporting Management가 보고 받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담

당한다. 마지막으로 Alarm Summary는 현재 보고된 Alarm의 현황을 제

공한다. 

Proxy Coordinator 는 여러 가지 관리프로토콜의 대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관리 프로토콜에 독립적인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JIDM Facilities를 사용한다 [10]. 

CORBA/SNMP Gateway는 Internet 관리 도메인과 CORBA도메인과의 

상호 전환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JIDM에서 제공하는 SNMP 

Management Facilities [10]를 이용한다. 

CORBA/CMIP Gateway는 OSI 관리 도메인의 관리정보를 CORBA 도

메인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 역시 JIDM에서 제공하는 OSI 

Management Facilities [10]를 이용한다. 

3 장에서 제시된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 중 Management Service와 
Management Functions 부분은 SMF 중 필요 기능을 조합하여 제공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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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SMF 중 Alarm Surveillance를 위해 필요한 기능

을 선정하여 구현함으로써 검증 가능하다.  

다음은 위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4.2.1  User Interface 기능  

사용자를 위한 User Interface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Alarm Viewer
와 MIB Browser로 구성된다. Alarm Viewer는 대리자로부터 SMF를 통해 

보고된 Alarm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제공한

다. 보고된 Alarm에 대한 위치 확인, Alarm 정보 확인 등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대리자에 대한 Alarm 내역 조회, 현재의 Alarm 정보 종합 등

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MIB Browser는 대리자에 대

한 정보 조회와 설정 등의 대리자에 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한다. 

MIB Browser가 관리대상자원의 관리정보 접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정보 트리 (Management Information Tree) 구성은 CORBA의 Naming 

Service를 이용한다. 여기에서는 Proxy Coordinator module로 JIDM에서 정

의한 Facilities [10]를 사용하여 대리자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4.2.2  SMF 기능  

다음은 관리자를 위한 SMF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Alarm Surveillance를 위한 SMF로 Alarm Reporting, Event Reporting 

Management, Alarm Summary 그리고 Log Control로 구성되는 4개의 기능

을 선택하였으며 이들 SMF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4.2.2.1  Alarm Reporting module  

Alarm Reporting 기능은, 대리자로부터 Alarm 정보를 받은 Event 

Reporting Management로부터 Alarm 정보를 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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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Alarm Reporting module을 정의한 CORBA 

IDL은 다음과 같다. 

 

 
module AlarmReportingModule {          

        interface AlarmReporting { 
            AdminState alarm_reporting_state_get(); 
            void alarm_reporting_state_set(); 
            void report_alarm(in AlarmRecord alarm); 
            short alert_alarm(out AlarmRecord alarm); 
        }; 
    }; 
 

 

User Interface는 Alarm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Alarm 정보 수신을 전
담하는 thread를 띄우는 blocking 방법이나 주기적으로 새로운 Alarm 정

보 생성을 검사하는 non-blocking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AlarmReporting의 구성도는 아래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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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Alarm Reporting Function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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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Log Control module  

Alarm Surveillance Service를 위해, 관리대상으로부터 보고된 Alarm에 

대한 정보저장과 저장된 Alarm 정보에 대한 조회기능 및 통계 분석 기

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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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Log Control Function구성도 

 

Log Control module은 그림 19와 같이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리대상으로부터 보고된 Alarm 정보에 대해 저장될 정보와 저장
이 필요 없는 정보에 대한 선별기능을 제공한다 : 여기에는 선별 
기준이 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경우와 아무런 선별기준이 정해 지
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선별기준이 없을 경우는 Event 
Reporting Management에 의해 필터링된 모든 Alarm 정보를 저장한
다. 

?? 저장될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 (criteria)을 설정 및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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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기능 자체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Log Control의 
관리상태를 두 가지로 정의하여 이 값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 Alarm 정보가 저장된 log로부터 필요한 Alarm Record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Log Control을 위한 CORBA IDL정의는 다음과 같다. 

 
module LogControlModule { 

        interface LogControl { 
            AdminState log_control_state_get (); 
            void log_control_state_set (); 
            void retrieve_log (in string  hostname, out long HOWMANY,  

out AlarmRecordList alarmlist); 
            void logging (in AlarmRecord alarmrecord ); 
        }; 
 
        interface LogFilter { 
            boolean set_filter (in AlarmType filter); 
            boolean delete_filter (in AlarmType filter);  
            boolean check_filter_list (in AlarmType filter); 
            void get_current_log_filter_list (out LogFilterList filterlist) 
        }; 
    }; 
 

 

4.2.2.3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  

관리자는 관리하는 대리자로부터 발생한 Alarm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는데, CORBA에서의 이벤트 통지를 위한 반대방향으로의 통신은 

Event Service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은 Event Service를 통해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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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Event Reporting Management Function 

 

위의 그림 20은 이러한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의 구성

을 보여 주고 있다.  Alarm 정보를 사용자가 설정한 Alarm Filter를 통해 
사용자가 보고받고자 하는 Alarm 정보만을 선정,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용자는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의 Alarm Filter를 통해 

보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Alarm 정보에 대해 필터링하도록 대상을 선

정을 할 수 있다.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은 다음과 같은 CORBA IDL로 정

의된다. 

 

 
module EventReportingManagementModule  { 

        interface EventReportingManagement { 
            AdminState event_reporting_management_get (); 
            void event_reporting_management_set (); 
            void init_ER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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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AlarmFilter { 
           boolean add_alarm_filter (in AlarmType filter); 
           boolean delete_alarm_filter (in AlarmType filter); 
           boolean check_alarm_filter_list (in AlarmFilter filter); 
           void get_current_alarm_filter_list (out AlarmFilterList filterlist); 
        }; 
    }; 
 

 

4.2.2.4  Alarm Summary module  

Alarm Summary module은 사용자에게 현재의 Alarm 정보 현황을 제

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로부터 Alarm 
정보를 받아 현황을 유지하는 기능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보고된 

Alarm에 대해 Alarm 조건의 해제로 인한 “Cleared” severity를 가진 

Alarm 정보가 보고되면 현재의  Alarm 정보에서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Alarm Summary module의 기능은 그림 21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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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Alarm Summary Function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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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Summary기능을 위해 정의된 CORBA IDL은 다음과 같다. 

 
module AlarmSummaryModule { 

           interface AlarmSummary { 
               void get_alarm_summary (out AlarmRecordList  
                    alarmsummarylist, out long HOWMANY); 
               void insert_alarm_summary(in AlarmRecord alarm); 
               void delete_alarm_summary(in AlarmRecord alarmrec); 
           }; 
    }; 
 

 

4.2.3  Proxy Coordinator module 

아래 그림 22는 Proxy Coordinator module의 구성 객체간의 상호작용

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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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Proxy Coordinator와 Gateway proxy를 통한 상호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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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Coordinator module은 CORBA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자 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 CORBA 환경에서 분

산되어 있는 관리 도메인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접근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JIDM에서 정의한 JIDM Facilities [10]

를 사용한다. 

Proxy Coordinator module은 Proxy Agent, Proxy Agent Controller, Proxy 

Agent Finder, Domain Port, Domain Port Factory, Event Port, Event Port Factory, 

Event Port Finder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가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Proxy Agent 

Finder는 특정 관리 도메인에 대한 접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Proxy 

Agent를 찾는 기능을 제공하고 Proxy Agent는 특정 관리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Proxy Agent Controller는 생성된 Proxy Agent에 대한 제

거 기능을 담당한다. Domain Port Factory는 특정 관리 도메인 관리를 위

한 Domain Port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Domain Port는 도메인 관리

를 Naming Tree 형태로 관리하게 되는데 , 이는 COS에서 제공하는 

Naming service를 이용한다. Event Port Finder는 대리자로부터 이벤트를 받

은 Gateway가 해당 도메인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받고자 하는 관리자의 
Event Port를 찾는 기능을 제공한다. Event Port Factory는 대리자로부터 발

생된 이벤트를 받고자 하는 관리자에게 Event Port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Event Port는 Gateway에서 관리자에게 대리자로부터 받은 이벤트를 발생

시키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4.2.4  CORBA/SNMP Gateway module 

CORBA/SNMP Gateway module은 SNMP의 MIB정보를 JIDM의 

Specification Translation을 통해 생성된 IDL에 SNMP 대리자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추가하여 관리 응용 (Management Application)에 대리자

와의 통신을 위한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를 제공한다. 또한 대리

자로부터 보고되는 이벤트정보 (Trap)를 관리 응용에 전달하기 위해 대
리자로부터 이벤트정보 수신하고 전달을 위한 경로인 Event Port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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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달하는 Event Object의 기능을 제공한다. 

4.2.5  CORBA/CMIP Gateway module 

CORBA/CMIP Gateway module은 Specification Translation (ST)과 

Interaction Translation (IT)을 통하여 CORBA와 CMIP간의 정보 변환을 담
당한다. ST는 CMIP의 GDMO/ASN.1 을 CORBA의 IDL로 일대일 변환한

다. 이러한 변환은 JIDM에서 규정한 방법을 수용한 컴파일러에 의하여 

자동 변환된다. 변환된 IDL은 CORB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요구된 관
리행위를 대응되는 GDMO 객체에게 CMIP을 사용하여 다시 관리행위

를 요구한다. 이러한 IDL 객체를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라 한다. 

이러한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는 생성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객체

이다. 이와 같이 아답터 객체 (Adapter Object)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

는 기능을 담당하는 Managed Object Factory도 CORBA/CMIP Gateway 

module에 포함된다.  

대리자로부터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고되는 이벤트에 대해 
CORBA 기반의 관리응용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Event Port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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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현 

본 시스템의 관리대상은 OSI 관리 프레임워크와 SNMP 관리 프레

임워크로 관리 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능

은 TMN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CMIP 대리자를 통합구조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역할 분담의 문제만 남아 있

을 뿐이다. 따라서 SNMP 대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구현이 보다 현실적

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현이 선행되었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4 장에서 설계된 시스템의 구현과 구현된 시스템이 SNMP 대리

자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한다. 

5.1   개발 환경 

Alarm Surveillance System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Solaris 2.5 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Sun Ultra 1 을 이용하였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객체들은 CORBA와 C++언어를 이용해서 구현되었다. 각 분산 

객체들의 인터페이스는 CORBA IDL을 이용하여 정의되었다. 그리고 

CORBA 제품으로 IONA의 Orbix 2.3 [47]를 이용하였다. Orbix 2.3에서 제
공하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정의된 IDL을 컴파일하면 C++ 코드의 스

터브 (stub)와 스켈레턴 (skeleton)을 생성해 주는데 모든 객체들은 이러

한 스터브와 스켈레턴에 C++코드의 내용을 채워서 구현하였다. 

5.2  System Management Function  

SMF는 Alarm Reporting module, Log Control module,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 Alarm Summary module로 구성되어 지는데 이러한 

SMF module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구현에 대해 module별로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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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Alarm Reporting module 

Alarm reporting은 다음과 같은 클래스로 이루어 진다. 아래의 클래

스는 CORBA로 정의된 것을 IDL compiler를 통해 생성한 것이다. 

  
 
    class AlarmReporting_i:public SMF::AlarmReportingModule  
                   ::AlarmReportingBOAImpl { 
      AdminState AlarmReportingState; 
      short IsAlarm; 
      AlarmRecord AR;    
     public: 
         AlarmReporting_i(); 
            ~AlarmReporting_i(); 
           virtual AdminState alarm_reporting_state_get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alarm_reporting_state_set  
    (AdminState state,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report_alarm  
               (const AlarmRecord& alarm,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CORBA::Short alert_alarm  
    (AlarmRecord*& alarm, CORBA::Environment &IT_env); 
 }; 
 

 

Alarm Reporting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Web 

browser를 통해 Java applet으로 구성된 User Interface를 다운로드 받으면

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larm 정보를 받기 위한 

thread를 생성시켜 Alarm Reporting의 alert_alarm()에 이벤트가 생기는 가

를 계속 polling한다. 이때 Event Reporting Management가 report_alarm()로 
Alarm Reporting에 Alarm 정보를 전달받게 되면 이를 User Interface를 통

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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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Log Control module 

Log Control module은 Log Control과 Log Filter의 두가지 클래스로 이

루어져 있다. 이러한 module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class LogControl_i:  
            public SMF::LogControlModule::LogControlBOAImpl { 
       AdminState LogControlState; 
  public: 
           LogControl_i(); 
              ~LogControl_i(); 
              virtual AdminState log_control_state_get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log_control_state_set (AdminState state,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retrieve_log  
     (const char * hostname,  
                        CORBA::Long& HOWMANY,  
             AlarmRecordList*& alarm,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logging  
     (const AlarmRecord& alarmrecord,  
         CORBA::Environment &IT_env); 
 }; 
 
 class LogFilter_i: public SMF::LogControlModule::LogFilterBOAImpl { 
       LogFilterList LogFilterList[12]; 
  public: 
           LogFilter_i(); 
              ~LogFilter_i(); 
              virtual CORBA::Boolean set_filter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CORBA::Boolean delet_filter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CORBA::Boolean check_filter_list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get_current_log_filter_list  
                   (LogFilterList*& filterlist,  
                   CORBA::Environment &IT_en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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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의 Event Service를 통해 대리자로부터 Alarm 정보를 받은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가 Log Control의 logging() 오퍼레이션을 통

해 저장을 하게 된다. 먼저 현재의 Log Control의 상태가 저장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검사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void log_control_state_set()을 통해 저장기능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설정된 사용자 정책에 따르게 된다. 이때 저장이 가능한 상태이

면 Log Control은 효율적인 정보저장소의 관리를 위해 해당 Alarm 정보

에 대해 사용자가 저장을 위한 조건을 지정해 놓았는지의 여부를 Log 

Filter의 check_filter_list()를 통해 검사하게 된다. 그런 후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Alarm 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버리게 된

다.  

이러한 필터링을 위한 조건 설정은 Log Filter 클래스가 제공한다. 

사용자는 set_fliter() 오퍼레이션을 필터링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 
delete_filter()로 설정된 조건을 해제시킬 수 있다. 또한 

get_current_filter_list()는 설정된 현재의 필터링 조건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3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 

CORBA에서는 일방향 통신, 즉 관리자의 요청 없이도 대리자로부

터 관리자에게 보고되는 CMIP의 M-EVENT-REPORT나 SNMP의 Trap정

보 전송은 COS의 Event Service를 이용한다. Event Service는 Event 
Channel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바인딩하는 이벤트 공급자와 소비자간

의 이벤트 전송을 가능케 한다. 시스템이 초기화 되면서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이 이러한 Event Channel에 소비자로서 바인딩하여 
Event Channel에 전달되는 이벤트를 받아 Alarm Reporting, Alarm Summary, 

Log Control에 Alarm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관리자는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없는 Alarm 정보에 대해 필
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Alarm Filter 클래스를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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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은 Event Channel로 부터이벤트 

정보를 받게 되면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필터링 조건을 

check_alarm_filter_list()를 통해 검색한 후 조건을 만족하면 시스템에서의 
정상적인 처리를 하게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정보의 처리

를 하지 않고 버리게 된다. 

이러한 Event Reporting Management module을 구성하는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다. 

 
    class EventReportingManagement_i 
              :public SMF::EventReportingManagementModule  
              ::EventReportingManagementBOAImpl { 
             AdminState EventReportingManagementState; 
             CosEventChannelAdmin::EventChannel_var channelVar; 
             CosEventChannelAdmin::ConsumerAdmin_var conadminVar; 
             CosEventChannelAdmin::ProxyPullSupplier_var         
                    proxy_pull_supplier; 
             CosEventComm::PullConsumer_var pull_consumer; 
  public: 
             EventReportingManagement_i(); 
             ~EventReportingManagement_i(); 
             virtual AdminState event_reporting_management_get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event_reporting_management_set  
                   (AdminState state,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init_ERM (CORBA::Environment &IT_env); 
 }; 
 
 class AlarmFilter_i: public SMF::EventReportingManagementModule  
      ::AlarmFilterBOAImpl { 
             AlarmFilterList _AlarmFilterList[12]; 
  public: 
             AlarmFilter_i(); 
             ~AlarmFilter_i(); 
        virtual CORBA::Boolean add_alarm_filter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CORBA::Boolean delete_alarm_filter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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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al CORBA::Boolean check_ala rm_filter_list  
                   (const char * filter,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get_current_alarm_filter_list  
                   (AlarmFilterList*& filterlist,  
                   CORBA::Environment &IT_env  
     }; 
 

 
 

Alarm Filtering은 Alarm 정보의 타입에 대한 필터링 조건을 검사한

다. CMIP의 경우 communicationsAlarm, equipmentAlarm, 
environmentalAlarm, processingErrorAlarm, qualityOfServiceAlarm의 다섯 가

지, SNMP의 경우는 coldStart, warmStart, linkDown, linkUp, 

authenticationFailure, egpNeighborLoss, enterpriseSpecific의 여섯 가지 Alarm 
타입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 한다. 따라서 AlarmFiltering을 위한 조건을 

위의 11가지 옵션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Event Reporting Management가 Event Channel로부터 보고되는 Alarm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osEventChannelAdmin::EventChannel_var channelVar; 
   CosEventChannelAdmin::ConsumerAdmin_var conadminVar; 
   CosEventChannelAdmin::ProxyPullSupplier_var proxy_pull_supplier; 
   CosEventComm::PullConsumer_var pull_consumer; 
 
   pull_consumer = new CosEventComm::PullConsumer(); 
   channelVar=CosEventChannelAdmin::EventChannel 
                        ::_bind(":EventCh", "tigris); 
   conadminVar = channelVar->for_consumers(); 
   proxy_pull_supplier = conadminVar->obtain_pull_supplier(); 
   proxy_pull_supplier->connect_pull_consumer(pull_consumer); 
     
   CORBA::Boolean has_event; 
   int cmd = 1; 
   while ( 1 ) {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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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proxy_pull_supplier->try_pull(has_event);  
            } catch ( const CORBA::SystemException& se) { 
         } 
     
   //새로운 이벤트가 있으면 
         if ( has_event == 1 ) { 
             // AlarmReporting과 AlarmSummary, LogControl에  
               전달한다. 
         }  
        } 
 

 

5.2.4  Alarm Summary module 

Alarm Summary 모듈은 현재의 Alarm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사용자의 요청시 현재 진행중인 Alarm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get_alarm_summary() 오퍼레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보고된 
Alarm 정보의 조건 해제에 따른 Alarm 발생시 Alarm Summary에서의 삭

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vent Reporting Management로부터 

insert_alarm_summary()를 통해 Alarm정보를 받게 되면 먼저 Alarm 
Summary List를 검사해서 동일한 조건의 Alarm 정보 (하나의 오류로 발

생되는 동일한 Alarm)를 찾게 된다. 이때 동일 조건의 Alarm 정보가 존

재하면 추가의 보고를 하지 않고 만약 동일 조건에 대해 오류상황의 
종료를 의미하는 “cleared” 조건을 가진 Alarm 정보면 해당 Alarm정보를 

Alarm Summary에서 삭제하게 된다. 이 기능의 경우 SNMP 프로토콜에

서는 상황종료에 따른 Alarm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

가 해당 관리대상의 관리정보를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Alarm Summary에서 delete_alarm_summary() 오퍼레이션을 통해 삭제하게 

된다. 

 

이러한 Alarm Sumamry mod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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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AlarmSummary_i:  
        public SMF::AlarmSummaryModule::AlarmSummaryBOAImpl { 
  public: 
             AlarmSummary_i(); 
             ~AlarmSummary_i(); 
             virtual void get_alarm_summary  
                   (AlarmRecordList*& alarmsummarylist,  
                   CORBA::Long& HOWMANY,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insert_alarm_summary  
                   (const AlarmRecord& alarm,  
                   CORBA::Environment &IT_env); 
             virtual void delete_alarm_summary  
                   (const AlarmRecord& alarmrec,  
                   CORBA::Environment &IT_env); 
 
 };  
 

 

5.3  Proxy Coordinator와 Gateway proxy를 이용한 관리정보 접근 

사용자는 관리대상자원에 대해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할 

때 Proxy Coordinator를 통하여 해당 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아답터 객체를 

찾아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User Interface

에서 제공되는 MIB browser를 통하여 수행한다. 

다음은 RFC 1213 MIB정보를 가진 호스트 “tigris”에 대한 시스템 이

름을 조회하기 위한 예제 코드이다. 

 
char* host = “tigris” 
my_orb = ORB_init(argv, my_ORB_id); 
obj = my_orb->resolve_initial_references("JIDM::ProxyAgentFinder"); 
agent_finder = ProxyAgentFinder::_narrow(obj); 
 
a_key.id ="Intern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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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key.kind = " ";  
a_criteria[0].name(host);   
CORBA::Any any_str_value; 
any_str_value <<="Snmpv1"; 
a_criteria[0].value(any_str_value); 
 
agent = agent_finder->access_domain (a_key, a_criteria); 
 
finding_key [0].id =”tigris”; 
finding_key[0].kind = "object interface"; 
 
ff = agent->get_domain_factory_finder(); 
mo = ff->find_factories(finding_key); 
object = mo->create(“system”); 
 
obejct_ptr = RFC1213_MIB::system::_narrow(object); 
cout << “sysName = “ << obejct_ptr->sysName()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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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형

성되었고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SNMP나 CMIP과 
같은 다양한 관리구조가 적용되어 관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날로 복잡

하고 거대해지는 네트워크 관리에 다양한 관리구조를 적용하여 관리함

으로써 네트워크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다양한 관리구조

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TMN은 개념에 있어서 보편성 및 가장 일반화된 관리 개념이며 최

종적으로 도달할 네트워크 관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ORBA는 

분산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TMN개념을 CORBA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이 방법은 TMN이 제공하는 보편성으로 인해 SNMP와 기타 네

트워크 관리 표준을 통합하기에도 좋은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구
조를 설계하였고 Alarm Surveillance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Alarm 

Surveillance System은 다양한 도메인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대리자로부

터 보고되는 다양한 형태의 Alarm 정보에 대한 처리 및 운용자에 대한 
보고수행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네트워크 통합 관리 구조는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관리행위

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리구조가 적용된 복잡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필요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등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CORBA가 제공하는 Internet 

Inter ORB Protocol (IIOP)를 사용하여 Java applet과 같은 웹 기술을 적용

한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툴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자의 위치 제한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본 논문에서 적용된 SMF의 네 가지 기능 외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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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 가지 SMF에 대한 설계가 진행 되야 할 것이다. 나머지 기능 

구현을 통해 TMN이 명시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를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SNMP나 CMIP을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유의 프로토콜

을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상당량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 관

리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9 

참고 문헌 
 

[1] J. Case, M. Fedor, M. Schoffstall, and J. Davin. A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March 1990, RFC 1157. 

[2]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CMIP)-Part 1: Specification ISO/IEC 9596-1, CCITT 
Recommendation X.711, 1991. 

[3] ITU-T Recommendation M.3010, Principles for a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 1996. 

[4] R. H. Clitho and S. Hayes,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 
Vision vs. Reality”,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pp45-52, March 1995. 

[5] OMG, Object Management Group, http://www.omg.org. 

[6] OMG. The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and Specification 
Revision 2.0. OMG, July 1995, OMG TC Document. 

[7] P. Haggerty, K. Seetharaman, “The Benefits of CORBA-Based Network 
Management”, Communications of the ACM , pp73-79, 1998. 

[8] OMG. Interworking between CORBA and TMN Systems RFP, September 
1997, OMG Document. 

[9] OMG Telecom Task force, “CORBA-based Telecommunication Network 
Management “, OMG White Paper, May 1996. 

[10] OMG. JIDM Interaction Translation, OMG Document, October 1998. 

[11] Subrata Mazumdar, "Inter-domain Management - CORBA, OSI, SNMP" , 
(Tutorial), Proc of IM'97, San Diego, May 1997. 

[12] N. Soukouti, U. Hollberg. “Joint Inter Domain Management: CORBA, CMIP 
and SNMP”. Proc of the Fifth IFIP/IEEE Internation Smposium on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an Diego, USA, pp153-164, May 1997. 

[13] Subrata Mazumdar, “Web Based Management – CORBA/SNMP Gateway 
Approach”, Proc. of the Seventh IFIP/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Distributed Systems: Opeartions & Management, L’Aquila, Italy, October 
1996. 

[14] TMF, TeleManagement Forum, http://www.nmf.org. 

[15] PROSPECT Consortium, D33A: Concepts for CORBA/TMN interworking, 
Deliverable Number: AC052/GDM/WP3/DS/S/003//b1, May 1997. 



 60 

[16] D. Lewis, T. Tiropanis, A. McEwan, C. Redmond, V. Wade, R. Bracht. 
“Experience in Integrated Multi-Domain Management”, IFIP/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Multimedia Networks and 
Services, Motreal, 1997. 

[17] William Stallings , SNMP, SNMP-2, and CMIP, The Practical Guide to 
Network Management Standards, Addition-Wesley, 1993. 

[18] M. Rose and K. McCloghrie , Structure and Identificat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for TCP/IP-based Internets, May 1990, RFC 1155. 

[19] M. Rose and K. McCloghrie , Concise MIB Definitions, March 1991, RFC 
1212. 

[20] K. McCloghrie  and M. Rose, Management Information Base for Network 
Management of TCP/IP-based internets: MIB-II, March 1991, RFC 1213. 

[21] J. Galvin , K. McCloghrie  and J. Davin, SNMP Security Protocols, July 1992, 
RFC 1352. 

[22] J. Case, K. McCloghrie , M. Rose and S. Waldbusser, Introduction to 
Community-based SNMPv2, January 1996, RFC 1901. 

[23] J. Case, K. McCloghrie , M. Rose and S. Waldbusser, 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for Version 2 of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2), January 1996, RFC 1902. 

[24] J. Case, K. McCloghrie , M. Rose and S. Waldbusser, Textual Conventions 
for Version 2 of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2), 
January 1996, RFC 1903. 

[25] J. Case, K. McCloghrie , M. Rose and S. Waldbusser, Conformance 
Statements for Version 2 of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2), January 1996, RFC 1904. 

[26] J. Case, K. McCloghrie , M. Rose and S. Waldbusser, Protocol Operations for 
Version 2 of the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v2), January 
1996, RFC 1905. 

[27] D. Harrington, R. Presuhn, B. Wijnen, “An Architecture for Describing 
SNMP Management Frameworks”, IETF, January 1998. RFC 2271. 

[28] U. Blumenthal, B, Wijnen, “User-based Security Model(USM) for version 3 
of the SNMPv3”, IETF, January 1998. RFC 2274. 

[29]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OSI Basic Reference Model 



 61 

Part 4: Management Framework ISO/IEC 7498-4, CCITT Recommendation 
X.700, 1991. 

[30]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CCITT Recommendation X.710, 1991. 

[31]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Systems-Management 
Functions Part1 – 14 ISO/IEC 10164-1 – 14, CCITT Recommendation X.730, 
X.732-737, X.739, X.740-742, 1991. 

[32]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Part 1 – 2 ISO/IEC 10165-1– 2, CCITT Recommendation X.720 – 
721, 1991.  

[33] ISO/IEC, CCITT, Information Technology-OSI,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Part 4: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ISO/IEC 
10165-4, CCITT Recommendation X.722, 1991. 

[34] ITU-T Recommendation M.3000, “Overview of TMN Recommendations”, 
October 1994. 

[35] ITU-T Recommendation M.3400, "TMN Management Functions", April 
1997. 

[36] CCITT Recommendation M.3020, TMN Interface Specification 
Methodology, 1992. 

[37] ITU-T Recommendation M.3200 - Maintenance: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 TMN Management Services: Overview, 1992. 

[38] ITU-T Recommendation M.3100, Generic Network Information model, July 
1995. 

[39] CCITT Recommendation M.3180, Catalogue of TMN Management 
Information, 1992. 

[40] ITU-T Recommendation Q.821, "Stage 2 and stage 3 description for the Q3 
interface – Alarm surveillance", March 1993. 

[41] OMG,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Guide, Third Edition, Wiley & Sons, 
1995. 

[42] OMG, "Common Object Service Specifications", OMG TC Document, 1995. 

[43] J.Y. Kim, Y.M. Kang, S.D. Lim, J.W. Hong, S.B. Kim, H.Y. Lee, “TMN-
based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Using Web and CORBA”, Accepted 
to be published in 1999 IFIP/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grated 



 62 

Network Management, Boston, May 1998. 

[44] X/Open and NMF, Inter-domain Management: Specification Translation, 
Open Group Preliminary Specification P509, March 1997. 

[45] V. L. Lorenset, J. B. M. Sobral, and C. B. Westphall, “CORBA based 
Telecommunication Network Management System: An experience on Alarm 
Surveillance”, 1997. 

[46] Wang-Chien Lee, Gail Mitchell, “A Framework for TMN-CORBA 
interoperability”, NOMS’98, New Orleans, February 1998. 

[47] IONA, Orbix  2, IONA Technologies Ltd, Release 2.0.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