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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의 IT 환경은 분산된 네트워크환경을 기반으

로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과 장비들이 연결되어 사용

되고 있다. 각 시스템 및 장비들은 서로 다른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드라이

버 및 응용 프로그램들이 운영 및 동작하고 있다. 이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 공급 업체

들이나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전용 

관리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도구들

은 독자적인 데이터 모델과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 

기종 시스템간에서는 호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 

효율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 및 

플랫폼 상에서 관리 도구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관리 표준 규격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시스템 관리 작업은 현재 

각 시스템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보수가 갈

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한 업체의 소프트웨어 패키

지로 다른 업체의 서버를 다루는 것 또한 매우 어려

운 상황이다.  

표준은 업체가 고객에게 일관된 정보와 프로세

스, 그리고 운용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개방형 프레임워크는 

각 벤더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여, 일관된 방법

으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단

일한 IT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 고객들은 무엇

보다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1]. 

II. 관리 표준 정보 모델의 연구 동향 

다양한 표준 단체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구에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표준들이 연구, 제안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는 SNMP(Simpl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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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anagement Protocol) 기반의 MIB(Ma-

nagement Information Base), 데스크톱 시스템

을 관리하는 DMI(Desktop Management Inter-

face) 기반의 MIF(Management Information 

Format), 통신 장비들을 관리하는 CMIP(Co m-

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기반

의 GDMO(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 등이 대표적인 관리 표준 규격

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관리 표준에 대한 개

요와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시스템관

리 정보 모델인 CIM에 대한 개요 및 개념을 설명

한다. 

1. SNMP 기반의 MIB 

SNMP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라우터, 스위치, 호

스트 등) 간에 관리 정보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

장과 다양한 시스템들의 등장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요구되면서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SNMP 

라는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의 장치들의 상태 및 성능 정보(트래픽, 

인터페이스 사용률) 등을 얻을 수 있다. 현재 

SNMPv1, SNMPv2, SNMPv3 세 가지 버전이 구

현되었고, SNMPv2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는 SNMP 기반의 MIB, 

데스크톱 시스템을 관리하는 DMI 기반의 MIF, 통

신 장비들을 관리하는 CMIP 기반의 GDMO 등이 

대표적인 관리 표준 규격이다. MIB은 SNMP 프로

토콜에 의해 운영되는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표준

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장

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정의하고,이 값들에 

의해 어떠한 동작이 허용될지를 정의한다. 이 데이터

들은 트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수 값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를 제공한다. 관리 객체

의 유형, 접근 권한, 설명 및 객체 식별자는 ASN.1 

(Abstract Syntax Notation.1)을 이용한 SMI(St-

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규칙에 따

라 MIB을 정의하게 되어 있다[2]. 각각의 객체들은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에 관련된 

정보를 객체에 저장하며, 저장된 관리 정보들은 원

격지에서 모니터링 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리 객체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MIB이라 부르고, 각

각의 MIB에 관한 구조는 여러 RFC들에 의해서 문서

화되어 있다. 현재 TCP/IP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

서 표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MIB은 MIB-II 

[3],[4]이며, RFC 1213 문서에 정의되어 있다.  

2. DMI 기반의 MIF 

DMI는 PC 시스템 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

스템이다. DMI는 시스템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DMTF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수십 대 이상의 

컴퓨터를 관리해야 하는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유

익하다. DMI는 하드웨어와 운영체계 및 특정한 관

리 프로토콜에 독립적이며, 공급자들이 쉽게 채용하

고,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와 단독 컴퓨터에 모두 사

용될 수 있다. DMI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 Serviced Layer, MIF DB, MI(Management 

Interface), 그리고 CI(Component Interface)로 구

성된다[5]. 

� 관리정보형식(MIF) 

MIF는 컴퓨터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 MIF 파일은 각 구성요소를 기술

한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된

다. 기본적으로, 각 MIF 파일은 표준 구성요소 ID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은 관리 인터페이스와 구성요소 인터

페이스 사이의 중재자처럼 행동하는 메모리 상주 코

드로서, 관리 및 구성요소 소프트웨어가 MIF 데이

터베이스 내에 있는 MIF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서비스 계층은 운영체계의 부가장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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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들에게 공유되는 

자원이다.  

� 구성요소 인터페이스(CI) 

CI는 서비스 계층을 경유하여 상태정보를 적절한 

MIF 파일에 보내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다. 

명령어들에는 필요에 따라 MIF를 수정하는 Get과 

Set 명령어, 그리고 중대한 사건을 관리 소프트웨어

에게 알리는 Event 명령어 등이 포함된다.  

� 관리 인터페이스(MI) 

관리 소프트웨어는 M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서비스 계층과 통신한다. MI는 관리자

들이 Get과 Set 명령어, 그리고 모든 DMI로 관리 

가능한 모든 장치들을 목록으로 보여주는 List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3. CMIP 기반의 GDMO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

tocol)은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로

서 TMN(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

work)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

로토콜 스택의 최상위에 존재한다[6]. CMIP가 하

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본부에서 관리하는 사

람이 원격지의 장비의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그곳의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알람(alarm) 상태를 물어 

보게 된다. 관리인은 어떤 알람이 발생하였다고 본

부에 알려주게 된다. 

CMIP은 장비가 알람의 상태를 물어보고 그 결

과를 받게 되는 형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M-GET 

request가 알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고, M-

GET response가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GET은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고, SET은 장비의 설

정을 바꾸는 것이다. ACTION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써 울리는 벨(bell)을 멈추게 하라

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NOTIFICATION은 장비가 

본부에 스스로 장애 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GDMO는 MO(Managed Objects) 의 형태를 서 

술하는 언어이다. MO는 관리대상을 일컫는다. 장비

의 알람 정보와 같은 것이 그 예로써 장비에서 읽어 

볼 수 있고 프로비전이 가능한 모든 것이 이에 속한

다. MO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CMIP 프로토콜이 사

용되고 그 클래스의 틀은 GDMO와 ASN.1을 이용

하여 서술된다. C++의 클래스와 같은 유형으로써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MO의 규격은 상위규격

은 GDMO로 되어 있으며 그 형태의 실체는 ASN.1

으로 기술되어 진다.  

4. DMTF의 CIM 

CIM은 DMTF에서 제안하는 분산 환경에서의 시

스템 관리 표준이다. 이번 절에서는 DMTF에 대한 

소개와 DMTF에서 제안하는 관리 표준들에 대해 언

급하고, CIM에 대한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가. DMTF 소개 

1992년 설립된 DMTF는 인터넷과 기업환경에 

대한 관리 표준 및 제안을 개발, 채택하고, 상호 이

용을 주도하는 기술 산업 조직이다. DMTF는 관리 

도구들을 제공하고 관리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

로 배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명세서(Specification)

와 기술들을 채택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 규격을 정의하고 개발해 나감에 있어 멤버를 중

심으로 워킹 그룹을 형성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다.  

현재 DMTF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은 CIM, 

WBEM(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DMI, DEN(Directory Enabled Network), ASF 

(Alert Standard Format), SMBIOS(System Man-

agement BIOS) 등이 있으며 해당 표준의 개념적 

위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ASF와 

SMBIOS 등과 같은 저 수준(low-level) 관리 인터

페이스가 DMI와 CIM 기반 기술과 상호 작용하여 

시스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DMTF의 전략은 DMI 기반 기술을 

CIM/WBEM 기반 기술로 통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관리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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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IM 표준 

CIM은 비즈니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환경을 기

술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이며, 플랫폼 독립적으

로, 그리고 동시에 기술 중립적으로 관리 정보를 교

환하기 위해 제정된 획기적인 표준이다. 여기서, 비

즈니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환경이라 함은 관리 대

상 실체(entity) 및 그들의 상태, 운용, 조합, 구성,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CIM 모델은 특정 영역에

만 국한되지 않으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이언

트부터 서버에 이르는 end-to-end 관리를 지향하

고 있다[8]. 

기본적으로 CIM은 관리정보 및 서비스 의미체계

에 대한 단일 모델을 정의하여 모든 요소를 이 모델

의 의미체계에 매핑하는 것이다. 장비의 상세 정보

부터 서비스 구성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의 모든 요소를 단일 의미체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제품간의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CIM의 또 다른 유익은 모델 자체의 유연성과 확

장성이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관리 영역을 기술하

기 위해 정보 모델을 추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CIM은 핵심모델(core model)과 이를 확장한 일

련의 공통모델(common model)로 구성된다. 공통모

델은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관리를 필요로 하는 네

트워크 수준부터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이르

기까지 주요 기술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CIM의 핵심 스키마와 공통 스키마를 나타낸다. 

III. CIM 상세 분석 

CIM Specification은 다른 관리 모델과의 통합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정의한다[9]. CIM 스키마를 기

술하는 메타 스키마를 정의하고, 메타 스키마를 

MOF로 표현하기 위한 메타 스키마 구성 요소들의 

MOF 컴포넌트로의 표현에 대해 기술한다. MIF, 

MIB 그리고 GDMO 같은 다른 형태의 관리 정보 모

델을 CIM 모델로 매핑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CIM Technology 

(그림 1) DMTF 관리 표준 및 관계 

Management Client and Applications-  
WBEM, CIM and DEM Based 

DMI Technology 

DMI Management App CIM Management App 

DMI Service Provider CIM Object Manager 

DMI Component Instrumentation  DMI Component Instrumentation CIM Provider 

ASF SMBIOS Extensions ASF 

Sensors, Chipsets Motherboard BIOS Sensors, Chipsets 

 

(그림 2) CIM 공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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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e Schema 

메타 스키마는 모델의 공통 기반 모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모델이다. 모델

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과 문법 및 개념들

을 정의한다.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을 사용하여 메타 스키마의 개념을 계층적으로 도식

화하여 정의한다. 

가. 메타 스키마의 정의 

메타 스키마의 구성 요소에는 schema, class, 

properties 그리고 methods 등이 있다. 또한 indi-

cations, class 타입의 associations와 properties 

타입의 references를 제공한다. 

� Schema 

특정 소유의 class들의 그룹을 말한다. 스키마는 

관리와 class naming에 사용된다. 

� Class 

동일 타입을 지원하는 인스턴스들의 모임을 말한

다. 또한 동일한 properties와 methods를 갖는다. 

클래스 이름은 <Schema_name>_<Class_name>

의 형태로 표현된다.  

� Property 

클래스 인스턴스들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

는 값이다.  

� Method 

클래스에 관련된 동작들을 표현한다. 반환형과 

파라미터를 갖는다. 

� Trigger 

 클래스의 상태 변화(생성, 삭제, 변경 또는 접근)

와 property의 변경 및 접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 Indication 

Trigger의 결과로 생성되는 객체를 말한다. 클래

스의 종속형으로 properties와 methods를 가질 수 

있다. 

� Association 

둘 이상의 reference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말한

다.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Non-association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 

� Reference 

Association 상에서 각 객체들의 역할을 정의한

다. Association 관계에서 클래스의 역할 이름을 나

타낸다. 

� Qualifier 

Named elements의 특성을 기술한다. 제한되고 

 

Named 
Element 

Name: string 

Class 

Property Method Schema 

Trigger 

Association Indication Reference 

Qualifier 

Value: Variant 

Element Schema 

Element Trigger Characteristics 

Property 
Override 

Property 
Domain 

Method 
Domain 

Method 
Override 

Subtype 
Supertype Range 

0..* 

0..* 

0..* 
0..1 

0..* 

0..* 
0..1 

1 

0..* 

1..* 
1 

0..* 

2..* 
1 

1 

1 

1 
0..* 

(그림 3) 메타 스키마 구조 

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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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형태의 메타 스키마를 확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림 3)은 CIM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타 스키마

의 구조에 대한 UML 형태의 표현을 보여준다.  

나. Qualifiers 

Qualifier의 값은 메타 스키마 구성 요소(classes, 

associations, indications, methods, method pa-

rameters, triggers, instances, properties or ref-

erences)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모

든 qualifier는 이름, 타입, 값, 범위, 기본값을 갖는

다. 또한 qualifier은 중복될 수 없다. Qualifier에는 

다음의 4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 Meta Qualifiers 

Meta qualifier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 객

체 클래스가 association을 정의하는 것을 나타내는 

“ASSOCIATION”, 객체 클래스가 indication을 정

의하는 것을 나타내는 “INDICATION”이다.  

� Standard Qualifiers 

모든 CIM을 따르는 구현에서 요구되는 표준 

qualifier의 리스트이다. Standard qualifier는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할 때 동시 사용이 제한되는 quali-

fier가 존재한다. Association 같은 특정 메타 모델

의 개념은 qualifier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것

은 몇 가지 qualifier는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몇 가지는 다른 qualifier의 사용에 암시적인 

제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 Optional Qualifiers 

Optional qualifier는 CIM을 따르는 구현에서 

qualifier가 해석되거나 이해될 필요가 없을 경우 무

시될 수 있는 qualifier를 말한다. 

� User-defined Qualifiers 

사용자가 임의의 이름을 갖는 qualifier를 정의하

여 사용할 수 있다. 

2. MOF Components 

관리 정보는 IDL(Interface Description Lan-

guage) 기반 언어인 MOF로 기술된다. MOF 구문

에 맞게 기술된 관리 정보의 집합을 MOF 명세서로 

칭한다. MOF는 메타 모델 또는 모델의 공통 기반 

모델이다. 다시 말해 MOF는 다른 메타 모델을 정의

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MOF는 메타-메타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 MOF 구문은 인간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CIM 스키마의 구조

와 내용을 정의한다. 객체에 대한 정의를 축어적인 

형태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 Class Declarations 

클래스는 개념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아이템을 기

술하는 객체이다. 클래스 정의는 인스턴스를 위한 

타입 시스템을 제공한다.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명시로 선언

된다. 

� Qualifiers of the Class 

 “[” , “]” 내에 명시하고, 여러 개의 사용 시에는 

“ , ”에 의해 구분된다. 클래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 Class Name 

클래스의 이름이다. 

� Superclass Name of the Class 

Class name 뒤에 “ : ”로 구분되고 그 뒤에 서 

술한다. 상속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name-

space의 클래스 정의에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MOF 명세서의 앞 부분에서 superclass의 선언이 

나타나야 한다.  

� Properties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를 정의한다. Optional 

qualifier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타입과 기본

값을 갖는다. 

�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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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서 수행하는 연산의 정의이다. Optional 

qualifier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반환형, 파라미터들

을 갖는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namespace 내에서 유일하

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인스턴스의 식별을 위해 

“key” qualifier로 하나 또는 다수의 properties를 

지정한다. 새로운 서브클래스가 슈퍼클래스로부터 

정의되고, 슈퍼클래스가 key property를 가지고 있

다면, 새로운 서브클래스는 key properties를 추가 

정의할 수 없다. 

나. Associations Declarations 

Association은 클래스들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특별한 형태의 클래스이다. Associations는 다른 클

래스들과 일반적인 특성은 동일하고, 다음에 설명하

는 몇 가지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Association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명시

로 선언된다. 

� Qualifiers of the Association 

“[” , “]” 내에 명시하고, 여러 개의 사용에서는 

“ , ”에 의해 구분된다. Association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 Association Name 

 Association의 이름이다. 

� Superclass Name of the Association 

Association name 뒤에 “ : ”로 구분되고 그 뒤

에 서술한다.  

� Association References 

이 연관 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객체들에 대한 포

인터를 정의한다. Qualifier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데

이터 타입과 기본값을 갖는다. 

� Additional Properties 

이 연관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멤버를 정

의한다. 일반 클래스의 property와 동일한 형태로 

정의된다. 

� Methods 

일반 클래스의 method와 동일한 형태로 정의된

다. 역시 반환 값, 파라미터들을 갖는다. 
 
다음은 association 선언의 예를 보여준다. CIM_ 

Dependency라는 superassociation으로부터 상속

된 CIM_LinkBetweenAandB의 association 선언

이다.  

다른 association의 subassociation임을 나타내

는 것은, 일반 클래스와 동일한 표기가 사용된다. 

Association의 인스턴스는 namespace 내에서 

유일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인스턴스의 식별

을 위해 “key” qualifier로 하나 또는 이상의 prop-

erties를 지정한다.  

다. Instance Declarations 

인스턴스는 예약어 “instance of”와 클래스 이름

을 사용하여 선언된다. 인스턴스의 properties는 초

기화 블록 내에서 초기화된다. Property의 초기화

는 선행되는 qualifier들의 리스트로 구성되고, prop- 

 

[abstract] 
class Win32_LogicalDisk : CIM_Media 
{ 

[key] 
string  Volume; 

[read] 
string DriveLetter; 

[read, Units(“kilo bytes”)] 
sint32 RawCapacity = 0; 

[write] 
string VolumeLabel; 

[Dangerous] 
Boolean Format([in] Boolean FastFormat); 
String Manufacturer = “Acme”; 

}; 

 

[Association] 
class CIM_LinkBetweenAandB : CIM_Dependency 
{ 

[Override (“Antecedent”)] 
CIM_A Ref Antecedent; 

[Override (“Dependent”)] 
CIM_B Ref Depen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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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y의 이름과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클래스 선언에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될 수 있다. 

생성된 인스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key 

properties의 값이 초기화 되어야 한다. 다른 prop-

erties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초기화 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없다. 

3. Object Naming 

CIM은 특정 구현기술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

양한 관리 플랫폼 간에 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CIM naming 메커니즘은 관리 정보의 

공유는 물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객체 식별을 

위해 정의된다. 

Key qualifier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properties를 지정하는 데 사용

되는 CIM 메타 모델의 메커니즘이다.  

CIM의 MOF는 (그림 4)의 다이어그램처럼 파일은 

클래스, 인스턴스 또는 둘 모두의 정의를 포함한다. 

MOF 파일이 특정 구현에 사용될 때, 파일의 내

용에 따라 두 가지 연산이 수행된다. 첫번째는 컴파

일 또는 정의 연산으로 모델의 구조를 생성하기 위

해 수행된다. 두번째는 수입 연산으로 플랫폼이나 

툴에 인스턴스를 삽입하기 위해 수행된다. 

MOF 파일의 내용은 key qualifier 정의에 의해

클래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유일성이 보장되는 도메

인을 제공하는 namespace에 등록된다. 

또 다른 연산은 특정 관리 플랫폼으로부터 전달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연산은 플랫폼 정보 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MOF 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5)는 특정 플랫폼의 관리 정보가 MOF 파일로 

변환되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Naming CIM Objects 

CIM은 다중 구현을 허용하기 때문에, 객체의 이 

 

class Acme_LogicalDisk: CIM_Partition 

{ 
[key] 

string DriveLetter; 
[Units(“kilo bytes”)] 

sint32 RawCapacity = 128000; 
[write] 

string VolumeLabel; 
[Units(“kilo bytes”)] 

sint32 FreeSpace; 
}; 

 

instance of Acme_LogicalDisk 
{ 

DriveLetter = “C”; 
VolumeLabel = “myvol”; 

 }; 

 

Definition 

modelwithinst.mof 

model.mof 

Definition 
 
 
Instance Of 

instanceonly.mof 

Instance Of 

Object Manager 
or 

Database 
Implementation 

Import 

Compile 
and Import 

Compile 

Namespace 

(그림 4) 인스턴스 및 클래스 정의 

 

Object Manager 
Implementation 

1 

3 

2 

4 

5 

Definition 
 
 
Instance Of 

Export 

eastcoast.mof 

Type: Mgmt_X 
Type Handle: East Coast 

(그림 5) MOF의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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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key qualifier를 갖는 properties의 조합만

을 사용해서는 객체의 유일한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체 이름은 CIM 구현에 대한 접근을 제공

하는 “Namespace Path”와 CIM 스키마 내의 전체 

운행을 제공하는 “Model Path”로 구성된다. 

� Namespace Path 

상세한 부분은 특정 구현에 의존적이다. 구현의 

타입을 식별하는 “namespace type”과 특정 구현을 

참조하는 처리를 제공하는 “namespace handle”로 

구성된다. 

- Namespace Type 

제공자는 구현 시 구현 접근 프로토콜의 기술에 

대한 책임이 있다. Namespace type은 접근 프

로토콜이나 객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API

의 집합이다. 

- Namespace Handle 

구현 타입의 인스턴스에 대한 식별을 제공한다. 

하나의 namespace를 지원하는 단순 문자열 형

태일 수도 있고, 다중 namespace를 지원하는 

계층 구조일 수도 있다. 

� Model Path 

Key qualifier를 갖는 클래스의 properties와 값

의 연결된 문자열이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대

해 weak 관계에 있을 때, model path는 범위 객체

의 모든 key properties를 포함한다. 오로지 CIM 

요소들이 기술되고 구현 독립적이다. 

(그림 6)은 객체 이름을 실제로 표현한 예를 보여

준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시스템과 장

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표준 

정보 모델인 DMTF의 CIM에 대한 개념과 명세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였다. CIM은 분산된 시스템 환

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 자원 관리 정보를 제공하

고, 시스템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

공한다. CIM은 구현기술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시스템들과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관리 

정보의 교환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CIM은 

기존 MIB, MIF 또는 GDMO 같은 서로 다른 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 정보의 교환 및 처리를 가능하

게 한다. 

DMTF 이외에도 많은 표준 단체에서 관리 표준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OGSA, TeleMan-

agement Forum의 NGOSS, SA Forum의 AIS와 

HPI 등이 DMTF와 Alliance Partnership 관계에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표준은 현재 DMTF

의 CIM이 다루지 않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들과의 통합 및 상호 

보완을 통해 현재 CIM에서 취약한 부분인 고 가용

성이나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모델의 확장

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관리 영역에 대한 지원이 요

구된다.  

참 고 문 헌 

[1] “The Growing Importance of Management Stan-

dards,” DMTF Technical Note, 2003. 9., http:// 

www.dmtf.org/education/technote_Management-

Standards.pdf 

[2] David PerKins and Evan Mcginnis, “Understanding 

SNMP MIBs,” Prentice Hall PTR, 1997.  

[3] M. Rose and K. McCloghrie, “Management Infor-

mation Base for Network Management of TCP/IP-

based Internets: MIB-II,” RFC 1213, 1991. 

[4] M. Rose and K. McCloghrie, “Structure and Identi-

ficat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for TCP/IP-

based Internets,” RFC 1155, 1990. 

 
Object Name 

Namespace Path Model Path 

Namespace 
Type 

Namespace 
Handle 

HTTP://CIMOM_host/root/CIMV2: CIM_Disk.key1=value1 

(그림 6) Object Naming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814  

[5]  “DMTF Organization Backgrounder,” http://www. 

dmtf.org/standards/documents/DMI/DSP0001.pdf 

[6] “The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and Protocols for the Internet(CMOT and CMIP),” 

RFC 1189, http://www.ietf.org 

[7]  “DMTF Standards and Terminology,” DMTF Tech- 

 

 

 

 

 

 

 

 

 

 

 

 

 

 

 

 

 

 

 

 

 

 

 

 

 

 

 

 

 

 

 

 

 

 

 

 

 

 

 

nical Note, 2003. 6., http://www.dmtf.org/educa-

tion/technote_Standards.pdf 

[8] “The Value of the Common Information Model,” 

DMTF Technical Note, 2003. 6., http://www.dmtf. 

org/education/technote_WhyCIM.pdf 

[9] CIM Specification V2.2, June. 


	I. 서론
	II. 관리 표준 정보 모델의 연구 동향
	III. CIM 상세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