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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네트웍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여러 기술이 존재
?CMIP, SNMP and CORBA
?관리 표준들의 비 호환

?통합된 관리 정보 획득이 불가

? high cost, low efficiency, complexity

?서로 다른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
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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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정보 모델 (Information Model)의 통합

?관리 기능 (Operation)의 통합

?CORBA/SNMP 게이트웨이의 구현
?직접 변환과 추상적 변환의 혼용

?의미 있는 관리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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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1) - Network Management

?다양한 네트웍 구성 요소들의 효율적인 관리

?장애관리, 구성관리, 과금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 Internet 관리구조 (SNMP)
?과도기적인 임시 모델, 간결함
?컴퓨터 통신망에 널리 이용

?OSI 관리구조 (CMIP)
?궁극적인 모델

? SNMP에 비해 다양한 기능 제공
?복잡한 구조, 전화망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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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2) - CO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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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3) - CORBA

?Common Object Services
?Application 개발을 쉽고 강력하게 지원

? 16가지의 service들을 정의

?Property service
?Naming service
?Event service
?Life Cyc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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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4) - JIDM

?Joint Inter-Domain Management (JIDM) Group
?CMIP, SNMP 그리고 CORBA의 상호운용성 연구

?Specification Translation (ST)
?다른 도매인간의 정보 모델을 호환 가능하게 변환 담

당
?ASN.1 to IDL, GDMO to IDL, SMI to IDL

?Interaction Translation (IT)
?다른 도매인간의 프로토콜 변환 담당

?CMIP to IDL, SNMP to I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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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5) - Smile & UHC product

? Smile Company ?UH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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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6) - Subrata Mazumdar’s work

?CORBA/SNMP 게이트웨이
? smi2idl
? Java를 이용한 Web-based Management 시스템 구축

SNMP 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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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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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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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 (1)

?변환과 대치를 통한 접근 방법
?정보 모델 변환 (Information Model Translation)
?Source model을 Destination model로 변환
?도매인간의 성격이나 환경을 고려치 않는다.

?정보 모델 대치 (Information Model Mapping)
?이미 존재하는 관리 프레임웍으로 정보모델을 대치
?도매인간의 성격이 유사해야 사용 가능
?예) IBM의 System Age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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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 (2)

?변환 원칙에 따른 접근 방법
?직접변환 (Direct Translation)
?변환 알고리즘에 의한 일대일 구문상 변환 (Syntax Translation)

?추상적변환 (Abstract Translation)
?원천 정보 모델을 목적 정보 모델로 바꿀 경우 불 필요하거

나 연관이 없는 관리 정보를 삭제,손실되는 유용한 정보를
삽입
?문맥상 의미 (Semantic)를 부여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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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1)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
?관리 정보 모델의 통합
?관리 자원들을 매니저가 관리 가능한 단일 관리 정보 모델로

통합

?관리 기능의 통합
?관리해야 될 대상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의 통합

?관리 구조의 통합
?관리 자원의 모델링 접근 방법의 통합
?구문상 개념파악을 통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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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2)

?CORBA/SNMP 게이트웨이의 관리 정보 모델
?CORBA매니저의 단일 관리 정보 => IDL

?CORBA/SNMP 게이트웨이의 관리 기능
?SNMP에이전트 관리를 위한 Get/Set operation
?SNMP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Trap(Notification) 처리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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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3)

?게이트웨이의 구현 방법
?변환과 대치를 통한 구현 방법
?서로 상이한 정보 모델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규정한 정보 모

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치 방법이 아닌 변환 방법을 채택

?변환 원칙에 따른 구현 방법
?직접 변환과 추상적 변환을 혼용한 방법을 채택

?SMI를 IDL로 일대일 직접 변환 : JIDM의 ST을 이용
?두 도매인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추상적 변환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관리 정보를 삽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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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4)

?정보 모델 변환 메커니즘의 기본 설계
?직접 변환 모듈 + 사용자 상호 작용 모듈

Translator User
Interface

Source
Information
Definition

Destination
Information
Definition

Intermediate
File

Manage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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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5)

?직접 변환 모듈 SNMP
MIB

ASN.1 types Trap(Notification)

MACROs

IDL
file

SMI->IDL
Compiler

SNMP MIB CORBA IDL

MIB Module

Group Interface

Variable of a group Attribute of its
interface

Entry of a table Interface

Variable of a table Attribute of it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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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6)
FIZ-MIB DEFINITION ::= BEGIN
…
eval OBJECT IDENTIFIER={bin 2}

evalSlot OBJECT-TYPE
SYNTAX INTEGER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 … … … … … ”
::= {eval 1}

evalTable OBJECT-TYPE
SYNTAX SEQUENCE OF EvalEntry
MAX-ACCESS not-accessible
STATUS curren
DESCRIPTION

“… … … … … … ”
::= {eval 2}

…
END

Module FIZ-MIB {
… …

const ASN1_ObjectIdentifier eval;
interface eval : SNMPMgmt::SmiEntry{

/*
DESCRIPTION

*/
readonly attribute ASN1_Integer evalSlot

/*
DESCRIPTION

*/
SNMPMgmt::SmiTableIterator get_eval
Table();

};

… …

}; // End of FIZ-MIB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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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7)

?JIDM 변환 알고리즘의 한계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부족
?객체에 대한 정의만 이루어 질뿐 객체들간의 상속이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

?SNMP Action에 대한 문제
?SNMP의 Action을 수행하기 위한 속성 정의와 일반적인 관리

속성사이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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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8)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직접 변환 알고리즘의 한계

를 극복하는 모듈

?새로운 Super class 정의 : 공
통의 속성을 묶어 상위 클래
스로 정의

? SNMP Action을 위한 속성
을 CORBA method로 정의

A IDL file 
using

Direct 
Translator

Result
IDL file

User Interface

New Superclass
concept

Explicit
action definition

Other 
manage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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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설계(9)

?객체 지향 모델의 구축 방안
?객체 추출 : IDL에서 정의되는 모든 객체들을 정리한다. 

Action을 위한 속성을 찾아 CORBA method로 정의

?객체간 상속 (Inheritance) 정의

?객체간 집합 (Aggregation)관계 정의

?OMT notation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IDL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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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모델의 구축 예

ip
ipForwarding:integer
ipDefaultTTL:integer
ipReasmTime :integer
ipReasmReqds:counter
…

Sun

system

sysDescr : string
sysObjectID:oid
sysUpTime :TimeTicks
sysName : string 
...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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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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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HostPerf

rsUserProcessTime:Counter
rsNiceModeTime:Counter
rsIdleModeTime:Counter
rsDiskXfer1:Counter
... interfaces

ifNumber:integer
ifIndex : integer
ifDescr : string
ifType : integer
…

ip
ipForwarding :integer
ipDefaultTTL :integer
ipReasmTime:integer
ipReasmReqds:counter
…

Forwarding()
not_Forwarding()

sunHostPerf
systemProcessTime:counter
IdleModeTime:counter
NiceModeTime:counter
Diskxfer1 : counter
…

Common In/Out
Packets : counter
Ucast : counter
Nucast : counter
Discards : counter
Errors : counter
...

sunSystem
agentDescr:string
hostID : string
motd :string
UnixTime:counter

직접 변환을 통한 객체 모델 객체 지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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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동 변환의 기본 구조

SN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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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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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의 구조

IDL

CORBA
Manage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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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MIB Repository

CORBA Request
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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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SNMP 게이트웨이의 구현

?구현 환경
?Sun Ultra 1, Solaris 2.5
? Iona Orbix 2.3
? flex, yacc, C, C++

?정보 모델 변환 : SnmpIDL + 사용자 상호작용 모듈

?상호 연동 변환 : COS service (Naming & Event service), 
SNMP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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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의 이용 예 (1)

SNMP
Agent

CORBA-
based

Manager Trap

Notification
Service

Notification(trap)
handler

1. bind ()

2. create()

3. get()/set()

SNMP

SnmpMoFactory

CORBA Request 
Managem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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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의 이용 예 (2)

…
MoFactory_var var; 
CORBA::Object* ptr; 
RFC1213_MIB::system* ptr2; 
Char* host_name="tigris"; 
Char* community="public"; 

//Step 1
var = snmpMOProxyFactory::_bind(); 

//Step2
ptr = var->create("system"); 
ptr2= RFC1213_MIB::system::_narrow(ptr); 

//Step3
ptr2->host(host_name); 
ptr2->community(community); 

//Step4
cout << "sysName= "<< ptr2->sysName() << endl;
cout << "sysContact= "<< ptr2->sysContact() << endl;
cout << "sysDescr= "<< ptr2->sysDescr() << endl;
cout << "sysObjectID= "<< ptr2->sysObjectID() << endl;
cout << "sysLocation= "<< ptr2->sysLocation() << endl;
cout << "sysServices= "<< ptr2->sysServices() << endl; 
}
ptr-> delete( pt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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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접근

방법을 정의

?효율적인 망 관리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CORBA환경에 적합한 정보 모델 구축 방안 제시
?직접 변환과 추상적 변환의 혼용

?CORBA/CMIP, CORBA/Proprietary에 대한 접근
방안

?Proxy Coordinator
?non CORBA를 이용한 구현과의 비교를 위한

prototype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