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오늘날 이나 인터넷 등 규모가 큰 통신망LAN WAN,

환경에서는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 장비 제공

자가 제공하는 관리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정보의 다양함을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

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조 회사마다 지원하는 관리. , MIB

정보는 통신망 관리자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통신망 관리자들은 손쉽게 웹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는 편리성을 추구하므로 크고 통합적

인 기존의 관리자 응용 시스템인 NMS(Network

들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Management System)

또한 기존의 들은 분산도가 약한 중앙 집[1,2,3,7]. , NMS

중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

로 한 분산 시스템으로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관리자,

로부터 요청을 기다리고 응답을 전달한다 이러한 접근 방.

법은 망 관리자 측면에서 정보 병목 현상이(bottleneck)

자주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망 관리를 위한 폴링.

오버헤드 저수준의 보안 문제 이기종간의 호환(polling) , ,

성 문제 등으로 인해 통신 트래픽 효율을 저하시킨다[4,7].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 개발된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인 JAMAS(JAva Mobile Agent

를 기반으로 이동에이전트를 응용하여 망 관리를System)

구현한다 이동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10,11].

서 오늘날의 통신망은 전형적으로 이형의 다중 플랫폼이,

며 서로 다른 제조회사의 통신망 장비를 복합적으로 구성,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성과 플랫폼 독립성을 지원하

는 이동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3,5]. ,

이동에이전트는 관리 장비에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에이전트처럼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대신하여 이동하고 자율적인 실행,

을 통해 통신망 장애를 진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독립적

으로 기능 구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지능이 있는 이동에이,

전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9,11]. ,

망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반 이동JAMAS

에이전트를 활용한다 즉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 SNMP

정보를 접근 및 수집하여 제공하는 브라우저MIB MIB

역할의 이동에이전트를 구현하며 성능 평가를 한다, .

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는 통신망 관리 구현을 위해2

브라우저 기능의 이동에이전트 기능과 해당 이동에MIB

이전트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에 대해JAMAS

분석하고 장에서는 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3 JAMAS 2

가지 모델을 각각 구현한다 그리고 장에서는 성능 분석. 4

을 통하여 가지 구현 모델에 대해 비교 평가한다 끝으2 .

로 장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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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자바 환경의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인 를 기반으로 한 이동에이전트를JAMAS 응용하여 망 관

리를 구현한다 오늘날의 통신망은 전형적으로 이형의 다중 플랫폼이며 서로 다른 제조회사의 통신망. ,

장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성과 플랫폼 독립성을 지원하는 이동에이전트를 이

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동에이전트는 관리 장비에 에이전트처럼 정적으로 존재하. , SNMP

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대신하여 이동하고 자율적인 실행을 통해 통신망 장애를 진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기능 구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지능이 있는 이동에이전트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 .

문은 통신망 관리를 위해서 의 관리 정보인 를 이동에이전트가 접근하여 수집한 후 관리자에게SNMP MIB ,

전달하는 브라우저 역할 수행의 이동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성능 평가를 하여 효율성을 입증한다MIB ,



접근을 위한 이동에이전트와2. MIB JAMAS
접근은 기존 방식처럼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MIB SNMP

거나 에이전트를 새로 개발할 수 있다 이동에이전트SNMP .

를 이용하여 새로 에이전트 및 모든 기능을 만족시키SNMP

는 연구 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있는[4,5] ,

에이전트를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에이전SNMP SNMP

트와 대화를 통한 접근 역할에 적합하도록 기MIB JAMAS

반의 이동에이전트를 응용하여 적용한다 응용된 이동에이전.

트일 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동에이전트의 특성을 모두 만족

한다[11]. 임의의 기반 호스트에서 이주된 이동에JAMAS

이전트는 언마샬 되고 인스턴스 혹은 이전(un-marshal) ,

상태 정보에 대해 재인스턴스되어 메소드를 호출‘begin'

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쓰레드이다 이 쓰레드는 지역.

호스트의 에이전트간의 통신을 통해서 에SNMP SNMP

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접근하여 관리자에게 즉MIB

시 혹은 수집하여 나중에 전달할 수 있다 해당 에이전트.

는 이후 방문할 다른 곳이 있을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이

주를 계속 수행한다.

는 동형과 이형 환경하에서 자바 가상 머신 환경JAMAS

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연동된 통신망에서 는 각[8]. JAMAS

서버들과 시스템들에 탑재되어 있고 각 시스템들은 하나PC ,

이상의 환경을 지원한다 이때 는 상호 독립JAMAS . JAMAS

적인 환경으로 처리된다 즉 는 자바 이동에이. , JAMAS (Java)

전트를 대상으로 입 출 기능이 있는 추상적인 장소를 제공하/

는 환경이며 한 호스트에 다수의 독립적인 가 존재, JAMAS

할 수 있다 기타 의 구조와 기능은 을 참조한다. JAMAS [11] .

본 논문에서는 나 워크스테이션 라우터 등을PC NT, ,

라 하고 각각의 에는 자바 가상NE(Network Element) , NE

머신이 탑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탑재된 들은 자신, NE

의 운영체제와 함께 가 구동하고 있으며 따라서JAMAS ,

이동에이전트는 언제든지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들로 이동할 수 있다NE . 그러나 통신망 시스템,

이나 라우터 스위치 같은 통신 장비들은 각 제조 회사, LAN

별로 고유의 에이전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SNMP ,

바 가상 머신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장비에 관

련된 정보 수집은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원격 접속을 통MIB /

해 이루어진다 가까운 장래에 자바 가상 머신 환경을 제공하.

는 자바 칩 이나 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본문의(chip) Jini

가 실행되어 이동에이전트를 이주시킬 수 있는 동일JAMAS

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통신망 장비 제조 회사의 일부,

제품은 이미 자바 가상 머신이 탑재 혹은 예정중이다[2,6].

그러므로 각 마다 자바 가상 머신 내부에는, NE

들이 실행되고 있다 각 들은 통신망을 통JAMAS . JAMAS

해 이주되어 오는 인증된 이동에이전트를 받고 인스턴스,

하며 제어를 하는 등 에이전트 실행을 지원한다 인스턴, .

스된 이동에이전트는 에이전트와 대화를 통해서SNMP

지역 의 정보를 접근한다 혹은 지역 의NE MIB . NE MIB

정보를 접근할 수 없을 때에는 원격지의 에이전트SNMP

가 제공하는 의 정보도 접근한다 즉 통신망 프NE MIB . ,

린터나 라우터 장비 등에 자바 가상 머신이 설치되, ATM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이전트는 원격지인 워크스테,

이션이나 에서도 통신망 프린터 같은 의 정보NT NE MIB

를 접근함을 뜻한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자바로. , SNMP

구현하였을 경우 가상 머신 환경에 놓일 수도 있으며 혹,

은 그림 처럼 자바 가상 머신과 무관하게 시스템 독립적1

인 실행 영역에서 데몬 프로세스로서 수행한다(deamon) .

이같은 방식의 와 이동에이전트간의 상관 관계는JAMAS

그림 과 같다 그림 은 이동에이전트가 관리자에 의해1 . 1

이주 명령을 받았을 때 각 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 NE

고 있다 각 는 내부에서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시스. NE

템이며 점선의 원들과 는 에서의 상주 프로세, JAMAS NE

스이며 원은 쓰레드 이다 또한 하단 실선은, (thread) . , NE

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 영역과 커널 계층 을(kernel layer)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하드웨어 질의 프로세스는 하드웨.

어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질의를 수행하거나 구성

정보를 보내는 프로세스 이다 아울러 그림 에서(process) . , 1

의 곡선은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자바 이동에이

전트가 지원하에 이주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JAMAS

로 이주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그리고 곡선의 한쪽NE .

끝이 화살표인데 이는 통신망의 어느 곳에서나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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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들에서의 와 이동에이전트1. NE JAMAS

구현3.
본 논문의 구현을 위해 브라우저 역할을 수행하도MIB

록 이동에이전트 응용 모델을 가정한다 이동에이전트는.

정보 접근을 위해서 계층 구조적인 객체 식별자MIB (OID

를 가져야 한다 객체 식별자: Object Identification) . OID

는 표기법에 따라 연속한 숫자 데이터를 사용한다ANS.1 .

또한 관리자의 명령을 수행할 이동에이전트는 정보 수집,

대상으로 각 지역 혹은 원격지 들의 정보를NE NE MIB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험 환경은 통신망으.

로 연동된 한 개 이상의 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에NE ,

대한 시스템과 각 주소는 표 과 같다 여기서1 . 이동에이전

트가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주소는 개별JAMAS , IP

시스템 주소에 해당되며 한 개의 주소에 다수의 포트 번, IP

호는 해당 시스템에 다수의 가 동작중임을 의미한다JAMAS .

표 각 의 주소와 운영체제1 NE
NE# 의 주소NE IP Port # 운영체제 CPU

NEa 172.16.51.99 11070 Unix Ultrasparc
300Mhz

NEb 172.16.53.20 4000 Windows 98 P-II 333Mhz

NEc 172.16.53.100 11010 Unix Ultrasparc
300Mhz

NEd 172.16.53.70 9090 Windows
NT

P-II 450Mhz
(Dual CPU)

NEe 172.16.53.100 11020 Unix Ultrasparc
300Mhz

NEf 172.16.53.10 Vendor-OS

NEg 172.16.1.15 Vendor-OS

NEh 172.16.53.21 5050 Windows 98 P-II 350Mhz

그러므로 이동에이전트가 표 의 각 들을 개별적으, 1 NE

로 방문하여 처리하는 작업 수행함을 가정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방식에 의한 각각의 구현 모델과

실행 과정을 보인다.



• 구현 모델 단일 이동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개의1 : 5

들을 각기 방문할 때 지역 및 원격지 들에 대한NE NE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보인다MIB .

• 구현 모델 개의 각 들에 대해 그룹 협력2 : N NE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의 작업에이전트와 주에이전트N-1

간의 메시지 전달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인다.

구현 모델3.1 1

첫 번째 구현 모델에서는 그림 같은 라우팅 스케쥴에2

따라 이주하는 단일 이동에이전트를 구현한다 여기서. ,

NEa, NEb, NEe는 지역 에이전트와 대화하여SNMP

정보를 접근하는 경우와MIB NEc와 NEd는 원격지 NE

들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사례이다 왜냐하MIB .

면 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통신망 프린터나 통신망 장치, 2

에 자바 가상 머신이 없기 때문에 가 이식되지 않JAMAS

았을 뿐 아니라 실험에 적용한 이동에이전트 자체도 통신,

망 프린터에 이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에이. ,

전트는 지역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다른 들인 통신망NE

프린터나 장비들의 에이전트와 통신을 수행LAN SNMP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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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동에이전트의 라우팅 스케쥴2.

그림 에이전트 적재 화면 그림3. 4. Map_Viewer

그림 처럼 이동에이전트가 각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기2

위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관리자가 사용자 인터페JAMAS

이스를 이용하여 자바 클래스 객체를 적재해야 한다 이에.

관한 그림 은 정보를 수집해오는 에이전트를 적재3 MIB

한 화면이다 이때 외부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인수. ,

로서 에이전트는 받아들인다 또한 적재된 에이전트에 대. ,

해 적절한 라우팅 정책을 사용자는 정의해야 한다 왜냐하.

면 인터넷같은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무작위로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이동에이전트를 위한.

라우팅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그림 의 창을4 Map_Viewer

이용한다 이 창의 는 통. ‘Available Agent System View'

신망에 연동된 각 마다 가 동작중인지 그리고NE JAMAS ,

동작중이면 해당 주소를 알려주는 에이전트 프록시NE

이다 프록시의 이러한 기능은 이동에이전트 이주(proxy) .

를 위한 목적지의 에 대한 지역 투명성을 제공한JAMAS

다 또한 은 에이전트가 해당 호스트로 이동. , ‘Action Set'

하였을 때 수행하여야 될 명령 기능들이다 따라서 그림. 3

에 의하면 이동에이전트인 는 번씩 각 를'mibrowse' 1 NE

차례로 방문한다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를. 3 MIB

수집하기 위해 이동에이전트로서 클래스 객체’mibrowse'

가 선택되었으며 개의 호스트로 이동하여 명령을 수행한4

다 아울러 수집하려는 정보중에서 각 호스트 또는. MIB

의 시스템 정보만을 접근하기 위해 외부 인수인 객체NE

식별자로서 로 부여하였다 이후 초기 화면“.1.3.6.1.2.1.1” .

에서 버튼을 누른다‘Go' .

(a) NEa 실행 화면 (b) NEb 실행 화면

(c) NEc, NEe 실행 화면 (d) NEd 실행 화면

그림 각 에서의 이동에이전트 실행5. NE

이동에이전트의 실제 실행됨은 그림 처럼 각 지역5 NE

들에서 수행한 것을 화면 캡쳐한 것이다 즉 그림. , 5(a),

들은 이동에이전트가 각 호스트마다 사용자의(b), (c), (d)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시스,

템 내에서의 수행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에서의 수행 화면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NE . , NEc
와 NEe는 같은 시스템으로서 가 하나 이상 존재, JAMAS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라우팅 스케쥴에 따른 이동에이전트

가 두 번 방문하였다 따라서 그림 화. , 5(a), (b), (c), (d)

면에 메시지가 나타난 것처럼 에이전트는 각 시스템마다

올바르게 이주되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이동에이전트 결과 정보6.

각 단계에 의해서 이동에이전트가 이주되어 수행된 결

과 화면은 그림 과 같다 그림 은 통신망에 연동된6 . 6 NE

들의 시스템 정보를 접근하여 관리자 에 브라우MIB GUI

징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동에이전트는 각 시스템으.

로 이동되어 실행한 후 상태 정보를 관리자 창으로 전달,

하는 호스트 이름과 주소를 매번 나타내고 또한 해당IP ,

시스템 내에서의 멤버 변수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전

달하였다 즉 실험 대상이 된 각 마다 의 객체 식. , NE MIB

별자에 대한 정보가 구조체 형식의 객체 식별자를 갖고서

관리자의 창에 전달되었다.

또한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부가적 기능으로, JAMAS



서 이동에이전트가 이동하는 동안 실행 정보로서 어디에

서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처리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에이전트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추

적 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림GUI . 7

화면은 이동에이전트가 출발하여 각 목적Agent_Tracer

지 노드에서 종료된 시간과 결과를 되돌려 주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이동에이전트의 이주 시작부터 최종 목적지에서,

의 작업 완료까지인 생명 주기 시간을 밀리초

로 알려준다(millisecond) .

그림 화면7. Agent_Tracer

구현 모델3.2 2

그룹 협력 작업에 의한 망 관리 구현 모델은 에JAMAS

서 제공하는 간접 미팅 메커니즘과 효율적인 정보 저장소

인 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이를 위해서 개Info_Pool [11]. , 4

의 각 들에 대해 개의 작업에이전트와 개의 주에이NE 3 1

전트간의 메시지 전달 수행이 이루어져 협력 작업을 올바

르게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림 처럼 수행한다 여기서8 . N

개의 를 가정하였을 때 개의 작업에이전트만을 이NE , N-1

용하는 이유는 주에이전트도 단순히 정보 수집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이전트처럼 동일한 작업

과 메시지 수집을 동시에 수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NT

Workstation

multicast

NEa

NEh

NEb

Workstation

NEc

PC

Meeting 

PC

Manager

그림 그룹 협력 작업 사례8.

그러므로 그림 처럼 그룹 협력 작업 수행은 개의 에, 8 4

이전트가 관리자에 의해서 멀티캐스트되었을 때 주에이전,

트 는‘master' NEa에 나머지 작업에이전트들 여기서, (

이라 한다 은 각각’worker_1', 'worker_2', 'worker_3' )

NEb, NEc, NEh로 동시에 이동된다 이후 각 작업에이전. ,

트들의 결과는 주에이전트가 수집하기 위해 이동될 수도

있으나 미팅 장소로의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으므로 주에,

이전트가 있는 미팅 장소인 NEa의 에 메시지 전Info_Pool

달을 수행한다 결국 주에이전트는 자기의 실행 결과와 각.

작업에이전트들이 보내온 결과를 수집하여 관리자에게 최

종 전달한다.

이를 위해서 그룹 협력 작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 작업/

에이전트 모두를 그림 처럼 적재한 후 버튼에 의해9 , ‘Go'

멀티캐스트를 수행한다 이후 멀티캐스트 된 각. (multicast)

에이전트들은 회씩만 방문하고 종료된다 그리고 각 에1 . ,

이전트들이 각 의 에 전달한 메시지들을NE Info_Pool

는 즉각적으로 미팅 장소인JAMAS NEa의 에Info_Pool

메시지 전달을 수행한다.

그림 그룹 협력을 위한 이동에이전트들9.

이러한 일련의 실행 과정을 나타낸 지역 들의 캡쳐NE

화면은 그림 과 같다 그림 는 각 작업에이10 . 10 (b),(c),(d)

전트들은 수행 결과를 지역 의 에 객체형의NE Info_Pool

메시지인 를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각 에 탑재Opsace , NE

되어 있는 가 그림 인JAMAS 10(a) NEa의 주소로 메시지

전달을 한다 즉 메시지 전달을 이동에이전트 자신에서. ,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지원하므로 에이전트 자체JAMAS

의 역할이 감소하게 된다 이후 그림 처럼 주에이전. , 10(a)

트는 자신의 지역 를 먼저 가져오고 의 회의MIB , JAMAS

메소드를 이용하여 각 NEb, NEc, NEh에서 보내어진 메

시지를 한꺼번에 읽어들인다.

(a) NEa에서 실행 (b) NEb 실행 화면

(c) NEc 실행 화면 (d) NEh 실행 화면
그림 주 작업에이전트들의 실행과 메시지 전달10. /

그림 이동에이전트들의 결과 정보11.

관리자의 창으로서 그림 은 개의 주 작업에이전트들11 4 /

이 동시에 이동을 시작하였음을 나타내며 아울러 결손이,

없는 주 작업에이전트들의 도착 정보를 보여준다 여기서/ .

나타난 상태 정보는 주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만 보여

진 것이다 그러나 주에이전트는 각 작업에이전트가 전달.

한 시스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 정보MIB MIB



에 대한 접근 결과도 관리자에게 브라우징하였다 그림. 11

의 결과에 의하면 각 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NE MIB

그룹 협력 작업의 주 작업에이전트들을 이용하였더라도/

절의 구현처럼 동일한 결과이다 또 주에이전트는 각3.1 . ,

작업에이전트들이 수행한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NE

들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미팅 장소에서 메시지를

수집하면 되었고 또한 작업에이전트도 자신의 결과를 개,

별적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래의 클.

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 의한 브라우저의 병목 현상/ MIB

을 방지할 수 있다.

성능 평가4.
망 관리를 위해 사용된 이동에이전트와 의 오버JAMAS

헤드 비용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의해서 개의 지/ 4

역 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존 모델과 절의NE MIB 3.1

구현 모델 그리고 그룹 협력 작업의 구현 모델을 가1 , 3

정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처리비용을 비교 평가한다 이, .

를 위해서 실험에 사용된 개의4 NEa, NEb, NEc, NEh를
대상으로 동일 시간대에 각 모델을 회씩 수행하여 이를10 ,

평가 및 분석한다.

표 각 에서의 응용 모델간의 지역 실행비용2. NE

단위( : millisecond)

각

NE

실행

실험

회수

NEa NEb NEc NEh 총비용

기존

모델

구현

1

모델

구현

2

모델

기존

모델

구현

1

모델

구현

2

모델

기존

모델

구현

1

모델

구현

2

모델

기존

모델

구현

1

모델

구현

2

모델

기존

모델

구현

1

모델

구현

2

모델

1 569 53520911210 1210 1480 571 538 537 940 1040 1050 3290 55802580

2 575 52519271150 1210 1320 564 569 545 990 1100 1100 3279 56002420

3 572 52718601270 1210 1320 616 557 5401050 990 1040 3508 56102310

4 576 53619021210 1210 1430 564 534 537 940 1050 1100 3290 54902300

5 651 53318701200 1210 1320 565 546 539 990 1040 1100 3406 56002310

6 573 52820151210 1200 1430 564 517 5381100 990 1040 3447 54902420

7 573 52821751210 1210 1370 565 536 636 930 1040 1100 3278 55502630

8 573 52921211200 1210 1430 565 537 5401040 1040 1260 3378 55402580

9 572 52820701210 1210 1430 660 534 540 990 990 1160 3432 54902530

10 573 52920281210 1210 1380 564 536 574 930 1040 1100 3277 55502410

평균 581 53020061208 1209 1391 580 540 553 990 1032 1105 3359 55502449

표준

편차
25 4 111 29 3 57 32 14 31 58 34 66 86 48 124

최대

편차
82 11 315 120 10 160 96 52 99 170 110 120 231 120 330

첫 번째로 이동에이전트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유 비,

용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모델과 구현 모델에 대해서1

평가한다 즉 구현 시나리오 을 적용한 이동에이전트. , 1

가 개의 들인‘mibrowse' 4 NE NEa NE→ b NE→ c →
NEh 순으로 이주 및 실행한 비용과 기존 모델로서 개의4

들에서 실행한 비용을 서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NE .

험 결과는 표 와 같으며 여기서 총비용이라 함은 표 의2 , 2

기존 모델을 제외하였을 때 통신비용을 포함한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 표에 따르면 각 지역 내에서는 평균 처리. NE

비용은 구현 모델이 기존 모델에 비해서1 NEh를 제외하

고는 대체로 같거나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아울러 구.

현 모델에 대한 에이전트의 지역 실행비용도 기존 모델1

에 대한 것보다 편차가 매우 적어 신뢰성있게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에서는 이동에이전트가 각. , JAMAS

에서 수행하였던 정보를 관리자에게 매번 전달하기 때NE

문에 이에 대한 통신비용이 표 처럼 구현 모델의 통신2 1

비용이 의 오버헤드 비용이다 또 표 의 총비용JAMAS . , 2

은 구현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더 늦지만 이는 기존 모1 ,

델에서 통신비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며 표 에서 구, 2

현 모델의 평균 통신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경우1

기존 모델은 초가 되며 이는 를 이용한 구현5.598 , JAMAS

모델이 다소 효율적임을 증명한다1 .

두 번째로 그룹 협력 작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기존,

모델과 구현 과 모델에 대해서 상호 비교 분석한다1 2 .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모델을 수행하는 시스12

템 들의 실행 편차는 시간상 거의 무시할 정도로 비슷NE

하다 그러나 그림 의 각 들의 평균 지역 실행비용. , 12 NE

은 구현 모델이 대부분 크다 그 이유는 작업에이전트들2 .

이 실행하고 미팅 장소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는 비용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에이전트가 작업에이전트. ,

들로부터 메시지를 수집하여야 하는 동기화 비용 때문에

NEa에서 구현 모델은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배 이상2 2

의 지역 실행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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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모델별 지역 실행비용의 평균과 표준 편차12. ,

최대 편차

구현 모델과 구현 모델간의 비교에서 관리자에게로1 2

의 결과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비용은 표 과 같다 표3 . 3

과 그림 처럼 대체로 구현 모델이 구현 모델보다13 2 1

평균 통신비용은 작다 그러나 두 모델간 통신비용에 대한.

편차 폭이 다소 크며 특히 표 의 편차와 비교하였을 때, 2

도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실험 환경이 불규칙적인 통신망.

트래픽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통신망 오버헤드 요소로

간주된다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 의. , 3 NEa에서는
구현 과 모델간의 통신비용에 있어 구현 모델이 보1 2 2

다 더 크다 왜냐하면 수집된 메시지 양이 구현 모델의. , 1

메시지 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송 비용이 반

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각 에서의 응용 모델간의 통신비용3. NE

단위( : mil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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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5 489 760 1050 622 613 420 270 2257 2422

2 405 493 770 760 641 495 380 160 2196 1908

3 413 450 820 660 593 510 500 230 2326 1850

4 394 398 820 660 626 503 320 110 2160 1671

5 397 440 830 710 604 511 440 110 2271 1771

6 402 405 830 770 533 562 490 270 2255 2007

7 462 455 820 710 504 344 450 160 2236 1669

8 461 459 710 880 613 500 440 340 2224 2179

9 402 460 770 820 616 450 440 210 2228 1940

10 401 382 770 820 674 466 390 210 2235 1878

평 균 419 443 790 784 603 495 427 207 2239 1930

표준편차 28 37 40 118 50 70 53 74 44 231

최대편차 66 111 120 390 170 269 180 230 166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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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 모델의 통신비용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13. ,

최대 편차

이론적으로 동일 조건하에서 구현 모델과 구현 모1 2

델간의 성능 평가는 구현 모델이 구현 모델보다 배2 1 4

정도 높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현 모델은 개의 이동에. 1 1

이전트가 개의 들을 모두 방문하지만 구현 모델은4 NE 2

개의 이동에이전트가 번씩만 방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4 1 .

실제 실험에서는 표 와 다음 그림 에서 나타났듯 성능2 14

개선은 평균적으로 약 배정도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2.3 .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그룹 협력 작업을 하는 각 작업에

이전트의 실행 속도 및 통신망을 통한 메시지 전달 시간

과 주에이전트에서 메시지 수집을 위한 동기화 비용 때문

이다 즉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실행된다 할 지라도. , 4

모든 상태 정보 전달이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통신비용과

동시에 주에이전트는 모든 작업에이전트가 전달한 메시지

를 수집해야 하는 동기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능 향상은 되지 않았다.

그림 는 성능 평가를 한 응용 모델들의 실행 총비14

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통신비용이 없는 기존 모델. ,

에 비해 구현 모델은 평균적으로 약 배정도 개선된2 1.4

성능 향상을 나타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모델에,

통신비용을 적용하였을 경우 구현 모델처럼 약 배 정1 2.3

도 성능을 개선한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하.

였을 때 관리해야 할 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NE

나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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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응용 모델들의 실행 총비용14.

결론5.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반 이동에이전트JAMAS

는 에이전트의 변형없이 지역 원격지의SNMP / NE

들과 대화를 통해 정보 접근 가능함을 보이는MIB

브라우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개의 구현 모델. , 2

에 의한 성능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 통신망 관,

리 방식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의한 관리자/

에이전트들간의 원격 대화로 인한 비효율과/SNMP

병목 문제를 제안된 이동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효

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그룹에이전트 모델. ,

을 적용한 그룹 협력 작업은 보다 효율적인 성능 향

상이 되었다 게다가 실행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형의 들에 자바 가상 머신과 이동에이전, NE

트 시스템이 탑재될 경우 효율적인 통합 관리 환경

이 된다.

향후 연구 과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JAMAS

용으로 변환이 필요하며 도 통합 지원할NMS , CMIP

수 있는 응용 이동에이전트가 요구된다 또한 이동. ,

에이전트 컴포넌트에 지능을 지원하면 망 관리 전문

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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