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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MP 에이전트는 현재 IP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MIBs을 업그레

이드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업그레이드는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XML을 이용해서 관리되는 정보를 조회하고 표현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하고, MIB를 효율적으로 구성할수 있는 새로운 망 

관리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구조는 에이전트가 런타임중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쉽게 MIB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며, XML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망관리 프로그램과

의 정보교환을 쉽게 할수 있다. 또한 기존의 폴링방식에서 오는 망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푸시기술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XML을 이용한 웹기

반 망관리 구조는 전체적으로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1.서론 

 

현재 IP 네트워크을 관리하는 표준인 SNMP

는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심각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SNMP는 관리자가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을 통해 

값을 읽거나 값을 설정함으로 운용된

다.[1,2] 

오늘날 네트워크는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 

MIB의 요소 또한 새로운 값의 변화가 필요하

다. 몇몇의 SNMP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를 다

운시키고, 에이전트에 새로운 코드를 컴파일 

하여 추가시키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 방

법은 모든 환경에 대해 적당하지 않다. 이러

한 이유로, 관리자는 MIB에 새로운 값을 동

적으로 조절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관리

자는 간단히  MIB의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

기 위해 에이전트에 MIB의 추가나 삭제 명령



 

만을 보내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으로 MIB의 값을 바꿀수 

있는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우리는 IP 네트

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웹기반 망관리 구조를 

제안하며, 이 구조는 MIB을 표현하기 위해 

XML을 사용하였다. XML을 사용하면 쉽게 브

라우저를 통해 MIB을 표현할수 있으며, 다른 

어플리케이션간에도 관리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바와  자바의 푸시기술을 

사용되었다. 푸시기술은 보통의 네트워크  

관리에서 풀 모델보다 훨씬 적당하다. 이것

은 리소스와 네트워크에 오버헤드를 줄어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본 논문에 제안

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

에서 제안하는 웹기반 망관리구조와 컴포넌

트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관리정보를 표현하고 쉽게 값

을 변경할 수 있는 XNAMI(XML-based 

dynamically reconfigurable or extensible 

MIB)에 대해  소개하고[3],이전의 웹기반 망

관리 시스템 과 푸시,풀 모델에 대해 기술한

다. 

 

2.1 XNAMI 

 

XNAMI[3,4]는 네트워크을 관리하는 유연하

고 훌륭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되지 않은 MIB에 요소를 삭제할수 있

으며, 그 값에 대한 정의 부분과 값을 접

근하기 위한 코드는 디스크와 메모리로부

터 삭제된다.  

 관리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각 MIB을 값을 

볼수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MIB에 관리

요소를 선택할수 있다. 

  XNAMI는 자바로 구현되어있으며, 관리자

와 에이전트간에 통신을 위해 SNMPv3을 

사용한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이전트에게 MIB 

요소의 추가,삭제 등을 명령할수있다. 

그림 1은 XNAMI 시스템 구조이다. 이것은 3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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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NAMI의 구조 

관리요소 위에 존재하는 에이전트 코드 와 

다른 머신상에 위치할수 있는 메니저 코드 

그리고 웹인터페이스는 관리자와 에이전트 

간에 통신을 위해 제공된다.  

XNAMI는 MIB을 XML로 확장하고, 에이전트와 

매니저 사이에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 

으며,  매니저와 GUI(Graphic User Interf-

ace) 부분에서 HTTP를 사용하였다.  

SNMP는 풀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관리자가 모든 에이전트로부터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주기적인 폴링은 

네트워크에 오버헤드를 가져 올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보통적인 네트워 

크 관리에서 푸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오버헤드를 줄일수 있다. 또한 

관리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HTTP를 사용한다. 

XML은 HTTP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시 훨씬 효과적이다. HTTP는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시 UDP보다 더 

효과적이다. 

 

 



 

2.2 웹기반 망 관리 

2.2.1 WBEM(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WBEM)[5]은 Enterprise 컴퓨팅 환경에서 

통합적인 웹기반 망관리를 하기위한 표준으

로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에 의해 표준 및 연구되고 있다. WBEM은 표

준 데이터 모델인 CIM(Common Information M

odel), CIM을 XML로 변환하는 표준으로 xmlC

IM, 전송수단으로 HTTP 에서의 CIM 의 동작

을 정의하고 있다.[6,7] 

 

2.2.2 JMX(Java Management eXtensions) 

 

JMX[8,9]는 JMAPI(Java Management API)을 

바탕으로 Java 기술을 이용하여 충분한 네트 

워크관리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과 툴을 제공하고 있다. 

JMX 의 컴포넌트로는 관리객체로 확장을 지

원하는 Manageble Bean, 객체에 대한 관리기

능을 지원하는 MBean  Server 그리고 HTTP,S

NMP 같은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Protocol

 Adaptor ,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JMX manag

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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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MX의 구조 

2.2.2 JAMAP 

JAMAP[10]는 J.P.Martin-Flatin에 의해 

웹기반 의 IP 네트워크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바로 

구현되어져 있으며, 자바 서블릿과 애플릿을 

이용하였다. 정보모델로서는 기존의 SNMP 

MIBs 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는 JAMAP에 바탕을 두었다. 

JAMAP와 본 논문의 구조의 차이점은 

JAMAP에서 는 XML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SNMP의 MIB의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2.3 푸시기술 

 

푸시기술[11,12,13]은 전통적인 정보습득 

방식 과는 달리 정보 가진 쪽에서 정보 

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 푸시기술은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방식과 비교하여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정보 분배 방식은 요구/응답 모델인 Pull 기

술이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분야에 적용되

지만,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주 업 

데이트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자는 서

버에게 수시로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체크하

여야 하며, 사용자수가 많아지면 동일한 트 

래픽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서버에 부하를

주는 점이다. 

 

3.제안구조 

 

3.1 전체 제안구조 설명 

 

본 논문에서 우리는 XML로 표현된 MIB을 

사용하는 웹기반 망관리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는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정보수집에서  

폴링방식이 아닌 푸시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관리자는 에이전트에 접속하여 푸시 



 

 

그림 3 MIB을 이용한 웹기반 망관리 구조

스케쥴을 지정한후 에이전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 된다. 또한 이 구조는 

XNAMI가 같이 MIB의 관리요소를 동적이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관리자와 에이전트간에는 HTTP 를 사용하며, 

TCP상에서 서블릿 과 애플릿간 데이터를 

전송한다.[14] 

이 시스템은 자바로 구성되고, 관리자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이전트의 MIB값을 

추가,삭제 시킬 수 있다. 그림 3는 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에이전트의 점선으로 그린 

타원형은 관리자의 애플릿들이 다운로드 

된다는 것을 표현한것이다. 

본 시스템은 3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에이전트, 서블릿이 동작될수 있는 

관리서버(management server), 자바을 지원 

하는 웹브라우저가 동작될수 있는 관리 

스테이션(managementstation)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리 스테이션은 자바를 지원하고 웹 

브라우저가 운영될수 있는 데스크탑이다.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다른 

머신상에서 에이전트 구성 애플릿(Agent 

configuration applet) 과 데이터 분석 

애플릿(Data analysis applet) 을 통해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및 다른 오퍼레이션을 

수행할수 있다. 

에이전트 구성 애플릿은 (Agent 

configuration applet)은 에이전트와 직접 

통신하며 관리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

이전트에 명령을 보낼 수 있다.이 애플릿의 

주요 기능은 MIB을 그래픽하게 보여주며, 

MIB의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푸시 스케쥴

을 지정한다. 또한 트리 형태로 보여진 MIB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수있다. 

데이터 분석 애플릿(Data analysis 

applet)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다. 이 

애플릿의 주요 기능은 일별,월별,년 별로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관리자는 망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을 적용할수 있다. 

모니터링 애플릿(Monitoring applet)은 에이

전트의 자바 서블릿과 통신을 통하여 에이전

트를 모니터링한다. 푸시 스케쥴에 따라 에

이전트의 서블릿에서 XML문서를 자바의 객체

직렬화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 그것을 테이블 

형태 및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관리 서버는  데이터 구독 서블릿 과 데이

터 분석 서블릿이 실행된다.또한 데이터베이

스 서버가 같은 머신상에 있을수도 있고 다

른 머신상에 있을수도 있다. 

데이터 구독 서블릿(Pushed data Subscri 

ption Servlet)은 처음 실행 시에 에이전트

와 연결을 한다. 만약 에이전트와의 연결이 

끓어지면,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 에이전트

와 연결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연결을 통

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에이전트로 

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필터 에게 넘겨주게 된다. 여기서 데이

터 필터의 역할은 받은 데이터의 흐름을 조

절하여 데이터 분석객체에게 넘겨준다.  

  데이터 분석 객체는 그 데이터가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정보

수집인 경우는 트랜잭션 관리자에게 전달한

다. 모니터링의 경우는 헬스함수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분석 서블릿에게 

전달한다. 

  데이터 분석 서블릿(Data analysis Servl 

-et)은데이터 분석/필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 분석 애플릿과 통신을 통하여 관리자

에게 보여준다. 관리자는 특정 시간대의 데이

터를 검색하여,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필터(Data Interprerter/filt 

er)자는 데이터 분석/필터링을 담당하며, 

JDBC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를 탐색, 조회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된 형태를 XML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

다. 

 에이전트는 가벼운 자바 버츄얼 머신상에

서 하나의 서블릿이 운영된다. 에이전트상의  

서블릿은 데이터를 푸시 스케줄러에 의해 데

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 구독 

애플릿과 통신을 통하여 푸시 사이클을 지정

할수 있다. 이 서블릿은 주어진 푸시 사이클

에 따라 MIB의 값을 XML 메시지로 바꾸어 

데이터 구독 애플릿에 전달한다.  

  트랜잭션 관리자(Transaction Manager)는 

XML generator 와 DOMParser로 구성되어진다. 

이것은 관리 오브젝트를 MIB에 동적으로 추

가, 삭제시킬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XML generator는 DOMParser을 이용하여 애플

릿에 전송할 XML 문서를 만든다.  

   DTDs는 MIB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DTD

들의 저장소 이다. 

 

3.2 운용 시나리오 

 

 본 제안구조의 매 5분마다의 트래픽 

모니터링을 측정하기 위한 운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의 에이전트 구성 애플릿은 

(Agent configuration applet)을 통해 푸시 

스케쥴을 매 5분으로 지정한다. 

2) 에이전트에 스케쥴정보가 변경되어, Xml 

publisher Servlet을 통해 MIB의 값들을 

푸시 사이클에 따라 보내게 된다. 

3) 에이전트로부터 온 정보를 모니터링 

애플릿(Monitoring applet)을 통해 현재 

MIB의 값의 변동을 테이블 형태 또는 그래프 

형태로서 보여준다. 

4) 에이전트는 관리 스테이션의 데이터 

구독 서블릿(Pushed data Subscription 

Servlet)에게도 같이 정보를 보낸다. 

5) 관리스테이션의 데이터 구독 서블릿은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림 4 Monitoring Applet 과 XML publisher Servlet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4.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자바를 이용하였으며, 구현환경은 Windows 

2000 professional과 개발툴은 JDK1.3과 

아파치 파서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모니터링에는 

푸시 기술을 이용하여  자바 서블릿과 애플 

릿간의 통신을 통해 에이전트는 관리자 에게 

XML 문서를 자바의 객체 직렬화를 이용 하여 

넘겨준다.  

그림4는 관리자의 모니터링 애플릿과 

에이전트 의 서블릿의 통신을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 모델은 자바 RMI와 HTTP를 기반으로 

하는 푸시기술을 이용한 자바객체 직렬화를 

모두 구현 하였다. 

Agent상의 Timer 클래스는 푸시 스케쥴을 

정보를 가지고 스케쥴에 따라 에이전트의 

ServerSvlet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현재 

접속되어 있는 관리자의 애플릿에게 XML 

문서를 전송한다. 관리자의 XmlMibMonitor-

ingApplet은 HttpXmlMessage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아 데이터를 데이블 형태 및 

그래프 형태로서 보여주게 된다. XML 문서를 

전송할때는 MIBdata 클래스를 이용하여 오브 

젝트로 전송되어진다. MIBdata 클래스는 

Serializable를 구현한 객체이다.  

그림 5는 모니터링 애플릿의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모니터링 애플릿은 에이전 

트로부터 다운 로드 받아 애플릿의 초기화를 

거치고, 에이전트와 HTTP 연결을 한다. 

HTTP 연결 후 푸시 스케쥴을 지정한 후, 

서블릿 으로 부터 주기적인 데이터를 전송받 

게 된다. 그림 6은 에이전트의 XML -

publisher 서블릿은 초기화를 거친 후, 

관리자의 애플릿이 접속해오면 연결을 

설정하고 푸시 스케쥴을 애플릿으로 부터 

전송받아, 푸시 스케쥴링을 한다. 서블릿은 

푸시 스케쥴에 따라 XML로 된 MIB의 값을 

읽어들여서 MIBdata 객체로 만들어서 

애플릿으로 전송하게 된다. 본 시스템의 

사용되어진 MIB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관리자는 에이전트 구성 애플릿을 통해 

새로운 MIB의 오브젝트를 추가 및 삭제 할수 

있다. 에이전트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에이 전트의 트랜잭션 관리자를 

통해 MIB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게 되면, 

이에 따른 메소드를 MIB에 기술하게 된다.  

관리서버의 구독 서블릿은 관리스테이션의 

모니터링 애플릿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며, 

분석 서블릿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필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 분석 

애플릿과 통신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5 Monitoring Applet의 상태 다이어그램

 

 

그림 6 XML publisher Servlet의 상태 다이어그램

 

<group name=”TcpTable”oid=”1.3.6.1.2.1.6”> 

<object name = “tcpRtoMin”oid = “1.3.6.1.2.1.6.2”syntax=”Integer ”> 

<method name =”tcpRtoMinMethod”/> 

</object> 

<object name = “tcpRtoMax”oid = “1.3.6.1.2.1.6.3”syntax=”Integer ”> 

<method name =”tcpRtoMaxMethod”/> 

</object> 

<object name = “tcpMaxConn”oid = “1.3.6.1.2.1.6.4”syntax=”Integer ”> 

<method name =”tcpMaxConnMethod”/> 

</object> 

………………………… 

………………………… 

</group> 

그림 7 MIB의 구조의 예



 

5.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XML로 표현된 MIB을 사용하는 

새로운 웹기반 망관리 구조를 제안했다. 

XML을 사용함으로서 잇점은 이기종간의 망 

관리 프로그램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며, 

동적으로 MIB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수 

있으며, 기존의 폴링방식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에서 오는 네트워크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푸시기술을 이용한 것 이다. 

에이전트에서 XML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다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그 정보를 

받아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재 사용이 

가능하고, MIB의 구조를 XML로 표현하는 

것은 MIB가 트리 형태로 표현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입장에서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XML을 이용한 부분은 

에이전트의 MIB구조를 XML로 표현한 것과 

메시지를 XML으로 전달하는 부분이다.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자바를 사용함으로써 

플랫폼에 독립적 이도록 구현하였다. 구현 

결 과물은 향후 전력선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개발 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이벤트 전달통지기능의 추가와 

무한히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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