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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IM 은 GNU/Linux 시스템의 이용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IBM 이 추진하고 있는 공개소스 프로젝트이다.
오늘날 GNU/Linux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운영체제(OS)는 독자적인 시스템 관리 방법 및 도구를 제공하
고 있어 이기종 시스템간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첫째, 시스템 자원에 대한
공통 정보 모델이 정의되지 않았고, 둘째, 메시지 전달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
생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시스템 관리 솔루션이 시스템 자원의 특성과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이기종 플랫
폼에 대한 자원관리를 일관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관리 솔루션의 등장을 방해해왔다. SBLIM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SBLIM의 개요, 구조 및 국내외 개발 동
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 서 론

Linux Instrumentation for Manageability) 은 IBM
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DMTF에서 정의한 표준 정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IT 환경의 정보 모델링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개별 기술단위로

모델을 기반으로 GNU/Linux 시스템에 대한 자원 관
리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독자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독자적인 구조와 프로토

본 고는 SBLIM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콜을 사용하면서 발전하여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

그 구조를 분석한 후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으며, 이들에 대한 통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 왔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
인 기업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분산 시스템 자

II. SBLIM 기술 개요

원에 대한 표준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확
장해 나가고 있다. DMTF(Distributed Management

SBLIM은 (그림 1)에서와 같이 CIMOM(CIM

Task Force)는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모여 시스템

Object Manager)과 시스템 자원 사이의 인터페이

자원관리 솔루션의 상호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스 역할을 담당하고, WBEM(Web-Based Enterprise

기반이 되는 시스템 관리 정보에 대한 표준 모델인

Management) 에서 프로바이더(provider) 기능을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을 정의해 나가

수행함을 알 수 있다[1]. SBLIM의 기반이 되는

고 있다.

CIM과 WBEM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SBLIM에 대

공개소스 프로젝트인 SBLIM(Standard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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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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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스키마는 공통 스키마에 특정 기술에 국한된

CIM Client

사항이 첨가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운영
CIM Server
CIM_RMI

Local Client Interface

CIM_XML

CIM_RMI

Indication Delivery

CIM Object Manager
(CIMOM)
Provider Interface

Java

SBLIM

Security

Repository

CIM_XML

Security Plugin

체제(OS)에만 해당하는 확장 스키마가 있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2. WBEM
WBEM은 Microsoft, Compaq Computer, BMC
Software, Cisco Systems, Intel을 주축으로 하는
업체들이 1996년에 제안하였다[5]. 최초의 목표는
기존 기술과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관리 시

Provider(s)

(그림 1) WBEM 구조

스템과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 대상 장비에 존
재하는 다양한 관리 에이전트들과 연동하여 관리 정
보에 접근, 이를 제어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개방

1. CIM
표준 정보 모델(CIM)은 DMTF에 의해 1997 년
에 처음 발표되었다. DMTF가 제정한 CIM은, 초기
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된 환경을 정의하는 것이었다[5].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목표는 WWW(World Wide
Web)의 기술적 개가를 반영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대방의 운용환
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각각 정보제

분산 배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

공자와 정보소비자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

해 데스크톱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과 광

다. 이러한 비전과 웹 기반 기술의 활용 가능성 그리

범위한 분산환경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고 개방된 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편적인 관리 도

CIM은 관리되는 객체와 그 구성물 및 관계에 대
한 개념적인 정보모델이다[2]. CIM 스키마는 OMG

구 구현이란 목표로 인해 이 활동은 웹 기반 엔터프라
이즈 관리(WBEM)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정의한 UML,

이 활동을 제안한 기업들은 동시에 DMTF 의 활

CIM 사양서(specification)에서 정의된 MOF(Man-

동에도 서로 협조하고 있었으며 SNMP, DMI

aged Object Format), 그리고 백서와 XML로 표현할

(Desktop Management Interface)[6] 등과 같은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관리 플랫폼과

표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원 정보와 기술 방법

관리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CIM 스키

에 대한 환경 독립적인 스키마 원형을 발표하였다.

마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CIM Schema Ver. 2.8”

이 규약의 핵심 구성 요소는 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

에 의하면 CIM 스키마는 core, application, device,

터 기술 방법으로 차후에 CIM으로 통일이 되었고,

events, network, metrics, physical, policy, sup-

DMTF에 의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port, system, user 모델로 구분되어 있다[3],[4].

최초에는 HyperMedia Management Schema

CIM 스키마에는 모든 관리 도메인에 적용되는 하나

(HMMS) 프로젝트로 불려진 CIM 스키마는 데이터

의 핵심(core) 모델과 특정 유형의 관리 도메인(시

제공자와 다른 관리 모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

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장

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 이름 정의(naming), 그

치)에서 공통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몇 개의 공통

리고 사상(寫像, mapping) 기술을 묘사하는 데 사용

(common) 모델로 구성된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된다. 또한 CIM 스키마는 실제 모델 설명과 정보의

스키마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며,

기본 틀을 제공하며, 이것은 속성과 결합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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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고 관리 대상 환경에 관한

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대부분의 CIM operation을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지원한다. 이 WBEM 구현물은 저장소의 크기가

1998년 6월, DMTF는 WBEM을 최초로 발의한

OpenPegasus에 비해 월등히 작다는 장점도 지니

기업으로부터 WBEM initiative를 이전해왔다. 이때

고 있지만, 현재는 산업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부터 DMTF는 WBEM initiative 추진의 중심이 되

상태이다. SBLIM은 OpenPegasus, OpenWBEM,

었고, WBEM 호환기술 및 표준 개발에 대하여 광범

SNIA’s CIMOM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SBLIM의

위한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을

SRI의 경우 현재는 SNIA’s CIMOM만이 이용할 수

제공하게 된다.

있다. 그러나 SNIA’s CIMOM는 2002년 이후로 연

근본적으로, WBEM 은 표준 정보 모델(CIM)의

구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구현을 제안하는 initiative이다[7]. CIM은 관리대

WBEM Services는 SUN에서 개발한 WBEM 구

상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적 스키마로서, 관리대상

현물이며, SUN에서는 WBEM SDK을 제공하여 관

객체들은 시스템 자원의 표현이며, 스키마는 이 객

리 응용프로그램(management application)과 프로

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하여 일

바이더 작성 시에 이 툴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

관된 기술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WBEM은 데이터

고 있다[13]. 모든 플랫폼에서 구동될 수 있어 가장

전송 프로토콜로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메

이상적인 WBEM 구현물이지만, 다른 WBEM 구현

시지는 XML로 인코딩하여 전달함으로써 시스템의

물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관리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개 소스 WBEM 은 4가지

3. SBLIM

종류가 있다(<표 1> 참조).
현재 SNIA CIMOM은 release version이 없다

SBLIM의 발음은 “sublime”과 같으며, “Standards

[8]. OpenPegasus는 IBM, HP, EMC 등에 의해 구

Based Linux Instrumentation for Manageability”

현된 공개 소스 WBEM으로서, 많은 활동이 이뤄지

의 약어이다. SBLIM은 IBM 의 공개 소스 프로젝트

고 있으며 산업체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며 주된 목적은 GNU/Linux 시스템의 이용도를

상태이다[9],[10]. 이 WBEM의 이점은 저장소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14].

(repository)가 XML 로 작성되어 디버깅이 쉽다는

오늘날 GNU/Linux 시스템 등 여러 운영체제들

점이다. 그러나 XML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

은 독자적인 시스템 관리 방법을 제공하여 상호호환

기가 매우 크며 또한, OpenPegasus는 다수의 CIM

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operation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시스템 자원에 대한

[11],[12]. OpenWBEM은 처음에는 center7 주도

정보가 각 운영체제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지닌 채

하에 만들어진 WBEM implementation으로서, 일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반적으로 OpenPegasus보다 더 우수한 구조를 가

는 디렉토리 속의 파일들과 파일시스템 등도 포함한
다. 둘째, 공통 정보 개념의 부재이다. 이것은 시스

<표 1> WBEM Implementations 비교

템 자원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들

Name

Developer

Language

Target OS

Open
WBEM

Caldera
International

C++

Linux, FreeBSD,
Sun Solaris

Pegasus

The Open
Group

C++

Linux, Windows
NT/2000

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불행하

SNIA
CIMOM

SNIA

Java

All

게도 그들 역시 전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점에

WBEM
Services

Sun
Microsystems

Java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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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응용프로그램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이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프로젝트가
SBLIM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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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BLIM 프로젝트가 직면한 어려움은 크게

CMPI이다.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둘째, SBLIM은 CIM 매개체(CIM instrumentation)

SBLI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CIM 스키마 2.8 버전

이다. SBLIM에서의 CIM 매개체는 프로그래밍 인

에 따라 core, application, devic e, events, network,

터페이스로 통하여 만들어진 패키지들로 구성된다.

metrics, physical, policy, support, system, user에

셋째, SBLIM은 CIM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대한 정보제공자(provider)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이다. CIM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CIM 기반

며 이 밖에도 앞으로 표준화될 더 많은 내용을

GNU/Linux 시스템 관리의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

SBLIM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램이나 프레임워크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류에는

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고비용을 초

GUI로 표현되는 SRI와 CUI로 표현되는 WBEMCLI

래한다. 둘째, SBLIM 프로젝트가 WBEM 기술을

(WBEM Command Line Interface)가 있다.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WBEM 은 완성단계의 기

넷째, SBLIM은 개발/시험 도구이다. 개발/시험

술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초기단계의 기술이기

도구에는 테스팅 관련 패키지와 프로바이더의 뼈대

때문에 WBEM 기반으로 SBLIM 프로젝트를 행해

(skeleton) 생성기, CIM 스키마 모델링을 표현하는

나가는 데 있어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National Rose™을 지원하는 CRM(Common Re-

SBLIM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기능군들을 포함
하고 있다.

source Modeling) 도구가 있다.
다섯째, SBLIM은 모니터링 도구이다. 모니터링

첫째, SBLIM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다.

에는 SBLIM data gatherer가 있으며 SBLIM data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프로바이더 프

gatherer는 데이터 수집 부분, 플러그인 부분, 데이

로그래머들에게 이미 구현되어 있는 또는 구현될

터 성능 프로바이더 등 3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CIMOM과 독립적인 프로바이더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는

<표 2>는 앞서 기술한 SBLIM의 5가지 기능군에
해당하는 패키지들을 보여준다.

CMPI(Common Manageability Programming In-

현재 WBEM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된 공개 소스

terface)와 NPI(Native Provider Interface)가 있

WBEM implementations는 4종류가 알려져 있다.

지만 최근 가장 활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이들 모두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과 API로서 구현되

<표 2> SBLIM Packages
분류
SBLIM
Programming
Interface

CIM
Instrumentation

CIM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SBLIM 개발도구

패키지 이름
sblim-npi

설명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NPI). 프로바이더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PerlProvider

펄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바이더를 작성하고자 할 때 제공되는 패키지

sblim-cim4linux

리눅스 모델에 대해 기술한 패키지

sblim-base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바이더를 구현한 패키지

sblim-fsvol

파일 시스템과 LVM 구현에 관한 프로바이더를 구현한 패키지

sblim-params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들에 대한 프로바이더 패키지 제공

sblim-rpm

RPM(ReadHat Package Manager). 패키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레드햇 패키지 관리자를
구현한 프로바이더 패키지

sblim-service

레드햇용 리눅스 서비스들을 위해 구현된 프로바이더 패키지

sblim-wbemcli

SBLIM에서의 SRI와 반대되는, 즉 GUI 관점이 아닌 CUI 관점의 패키지

sblim-sri

GUI 관점의 SRI 패키지. SBLIM의 전체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줌

evsub

WBEM 구현 내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처리해주는 패키지

sblim-psg

프로바이더 구현시 일정 내용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스켈레톤 생성에 관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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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만, SBLIM은 이들 중 특정 CIMOM에만 종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CMPI가

속되는 것을 지양한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C 언

최근의 것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CMPI

어로 작성하여 모든 WBEM 구현물에서 이용 가능

는 WBEM initiative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중에 있

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절에서는 CMPI 위주로

SBLIM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야 하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Ÿ CIM 스키마 구현: 현재 구현된 클래스 외 더 많
은 클래스들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 그룹 관리

CIMOM과 프로바이더 사이에서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CMPI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CMPI 모든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현존하는 Management Broker(CIMOM)

- 하드웨어 관리(ex. CPU, 메모리)

는 반드시 기존의 CMPI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

- 네트워크 관리

야 한다. 이 말은 인캡슐레이션을 의미한다. 둘째,

- 소프트웨어 관리

외부 API들은 반드시 고차원의 규칙성을 갖고 구성

- 프린터

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대체

- 형상 관리

로 매크로나 C++ wrapper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

- 디바이스 드라이버

된다. 셋째, 대부분의 함수들이 해당 management

- 디바이스(그래픽 카드, 모니터)

broker API에 맞는 형식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Ÿ SBLIM 설치 패키지
- SBLIM을 시스템 내에 수/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 패키지
Ÿ 테스트 슈트
- SBLIM의 개발/시험 도구
Ÿ 문서화

CMPI는 새로운 구조체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 대신
에 데이터의 경우 함수 파라미터로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넷째, CMPI는 ma nagement instrumentation(provider) 프로그래밍을
가능한 쉽게 구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CIMOM”과 “provider”라는 용어 대신에
“management broker”와 “management instrumen-

III. SBLIM 기술 구조

tation”을 사용한 이유는 CMPI는 특정 CIMOM 환
경에 제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절에서는 SBLIM의 다섯 가지 기능군인 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nagement

로그램 인터페이스, CIM instrumentation, CIM 클

broker와 management instrumentation은 다음과

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 SBLIM 개발도구, 모니터

같은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우선 management

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broker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첫째, 데이터 타입 조작 함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management instrumentation이

SBLIM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Pro-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이들 데이터 타입을 접근

gramming Interface: PI)는 프로바이더 개발자들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anagement broker는 이

게 CIMOM과 독립적인 프로바이더를 구현할 수 있

를 위해서 반드시 벡터 포인터를 지원해야 하며, 이

도록 도와 준다. SBLIM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벡터 포인터는 management broker 스타일 형태로

는 자바로 구현된 Native Provider Interface(NPI)

구현된다. 벡터포인터에 선언된 모든 함수들은 모두

와 C언어로 구현된 Common Manageability Pro-

구현되어야 한다.

gramming Interface(CMPI) 등 두 가지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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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management instrumentation이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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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brok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

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Management broker는

록 도와줘야 한다.

처음 구동 시에 management instrumentation으로

다음은 management instrumentation의 역할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정보에는

Management instrumentation의 역할은 management

management instrumentation이 지원하는 함수와

instrumentation 함수를 접근할 수 있는 엔트리 포

API 정보가 포함된다.

MB(Management Broker)

2. CIM Instrumentation
CMPIxx
xFT

Data
Type

MI
Driver

Instances

CMPIB
FT

Services

CIM instrumentation과 관련된 패키지들은 위에
서 설명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작성된 것들이
다. 자세한 설명 및 사용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Adaptation-layer
CMPI Broker

<표 3>과 같다.

MI(Management Instrumentation)

CMPIxx
xMIFT

MI Functions

Encapsulated
Object

3. CIM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SRI(SBLIM Reference Implementation)는 초
기에 CIM/CIMOM 개발 관련 테스트 도구로 개발되

CMPI

(그림 2) Common Manageability Programming
Interface(CMPI)

었지만, CIM 기반 GNU/Linux 시스템 관리의 클라
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이나 프레임워크로 사용되고

<표 3> CIM Instrumentations
패키지 이름

CMPI/NPI

설명

cmpi-base

cmpi-adpater

이 패키지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프로세스들과 프로세서 등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사항을 포함한다.

cmpi-network

cmpi-adpater

이 패키지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환경 설정, 포트타입 입력, IP 주소와 넷마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cmpi-fsvol

cmpi-adpater

파일 시스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패키지로서, 파일시스템 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이다.

cmpi-smbios

cmpi-adpater

이 패키지는 CIM 정보 모델이 BIOS의 버전, 날짜, ID, 시리얼 넘버와 같은 BIOS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이다.

cmpi-params

cmpi-adpater

CIM_Service 스키마를 사용하여 시스템 커널 파라미터를 모델링한 패키지이다.

cmpi-syslog

cmpi-adpater

이 syslog 패키지는 하위 시스템 접근 시 관련된 모든 로깅 정보를 나타내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는 운영관리, 형상관리와 자료접근에 관한 로그 정보를 포함한다.

cmpi-openpbs

cmpi-adpater

OpenPBS는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컴퓨터 노드와 일렬작업에 대한 자원 정보를 관리해주는
패키지이다.

base

npi

이 패키지는 NPI로 구현된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와 프로세스 등과 같은 기본 시스템 자원
정보를 가지는 패키지이다.

fsvol

npi

service

npi

rpm

npi

params

npi

CIM_Service 스키마를 사용하여 시스템 커널 파라미터를 모델링한 패키지이다.

npi

이 패키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여러 다른 메커니즘과 알고리듬으로 구현된 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한 관리 스키마를 정의한 패키지이다.

mail

파일 시스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패키지로서, 파일시스템 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는 원거리 모니터 작업과 서비스 등을 관리해주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는
GNU/Linux의 /etc/init.d 데몬들의 상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이들 데몬들을
관리자가 시작 및 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GNU/Linux 시스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이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패키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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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생성기, CIM 스키마 모델링을 표현하는 도구인
National Rose™ 을 지원하는 CRM 도구가 있다.
우선 시험 도구를 살펴보자. 다른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의 CIM 프로바이더들을 모두 수작업으로 시
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따라서 SBLIM 프로젝트는 프로바이더에 대해
서 일련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프로바이더
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
(그림 3) SRI 데모 화면

있다. 리눅스와 윈도 환경에서 수행되며 JAVA 스윙

한 시험도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시험도구는
CIM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며 명령어로서는 SBLIM
WBEMCLI를 사용하게 된다.

으로 구현되었다. SRI의 시스템 관리 능력은 CIMOM

시험도구는 사용자들에게 프로바이더에 의존하

에 존재하는 객체, 프로바이더 및 메소드의 개수에

여 잘 정의된 테스트 타입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은

의해 좌우된다. SRI는 (그림 3)과 같으며, SRI는 아

반드시 프로바이더 구현물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래와 같은 프로바이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관리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도구는 인터

할 수 있다.

페이스 테스트, 일관성 테스트, 명세 테스트의 3가

Ÿ 소프트웨어(RPM 패키지)
- RedHat Package Manager에 대한 기술
Ÿ 저장장치

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테스트는 여러 테스트 형태 중 가장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험 시나리오로서, 잘 알려

- 논리 파일 시스템

진 object, association, property, event에 대한 인

- NFS 파일 시스템

터페이스를 시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일관성

Ÿ 파일 시스템 종류 중의 하나

테스트는 일련의 명령에 대해서 시스템에 존재하는

- 논리 디스크

정확한 수의 객체를 돌려줘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 저장 매체의 크기

들어 운영체제상의 파일 시스템 개수를 구하는 명령

- LVM 관리(LVM 물리 매체, LVM 매체 그

에 대해서, 존재하는 파일시스템 개수만을 돌려주는

룹, LVM 논리 매체)
- 디렉토리

지, 아니면 그 이상이나 그 이하 값을 돌려주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일관성 테스트의 한 예이다. 명

Ÿ 파일 디렉토리 표현

세 테스트는 메타 정보를 이용한 테스트이다. 즉 명

Ÿ 명령어 처리

세상에 정의한 값들이 정확하게 반환되는지, 작동하

- 명령 처리에 대한 GUI 표현
Ÿ 프로세스( 서비스)
- GNU/Linux 시스템 내부의 프로세스와 서비
스들에 대한 정보
Ÿ 커널 파라미터
- GNU/Linux 시스템 커널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표현

4. SBLIM 개발도구들
SBLIM 개발도구는 시험도구(test suite), 프로바
14

0

는지에 대한 테스트라 할 수 있다.
프로바이더 생성기는 서로 다른 형태의 프로바이
더의 인터페이스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이 도구는 CMPI c, NPI c, NPI c++
프로바이더의 일부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패
키지를 포함하고 있다.

5. 모니터링
SBLIM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성능에 관한 내용

표준 기반 리눅스 정보 관리(SBLIM) 기술 동향

이다. SBLIM 데이터 수집이라는 도구가 성능을 위

(board member) 로서, 정보모델의 표준화에도 상당

해서 고안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데이터 수집 도

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구의 목적은 CM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눅스

표준 없이 관리기술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비

에 맞는 CIM 모니터링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용과 시간을 초래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총 소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데이터 수집에 관한 구성요소,

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은 도입 및 구성 비

메트릭스 플러그인, 프로바이더 데이터 성능 측정

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배치, 교육

패키지 등 3가지 패키지를 포함한다.

및 재교육,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 전화 및 현
지 기술 지원 등에 관련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IV. 국내외 동향 및 결론

최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사용
되는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 표준화된 공통 정보모

DMTF는 현재 여러 개의 표준화 그룹을 거느리

델을 도입하고 관리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는

고 있는데, CIM, WBEM, DEN(Directory Enabled

것은 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여기에 사용하는

Networking), SMBIOS(System Management BIOS),

기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

ASF(Alert Standard Management) 그리고 DMI

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Desktop Management Initiative) 등이다. (그림

여겨진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DMTF 중심으로 진행

4)는 이들 표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되고 있는 공통 정보 모델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그림에서와 같이 저수준 관리 인터페이스인 ASF
와 SMBIOS가 DMI와 상호작용하며 CIM 기반 기술

WBEM 기술 및 SBLIM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들이 관리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ETRI는 2004년 4월에 DMTF 의 리더십 회원으

DMTF의 활동방향과 전략은 DMI 기반 기술을

로 가입하여 관련분야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DMTF

WBEM과 CIM 기반 기술로 전환하여 일관된 관리

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

기울이고 있다. 최종 연구목표는 국내 환경에 맞는

SBLIM 프로젝트는 이러한 DMTF 의 전략과도

공통 정보 모델을 구체화하고, 분산 시스템의 자원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SBLIM 프로젝

을 관리할 수 있는 분산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트를 주도하고 있는 IBM 역시 DMTF 의 보드 멤버

구현하는 것이다.

Management Client and ApplicationsWBEM, CIM and DEN Based
DMI Technology

CIM Technology

DMI Management App

CIM Management App

DMI Service Provider

CIM Object Manager

DMI Component Instrumentation

CIM Provider

ASF
Sensors, Chipsets

SMBIOS Extensions
Motherboard BIOS

ASF
Sensors, Chipsets

(그림 4) DMTF 표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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