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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기종 슈퍼컴퓨터들을 사용자들에게 서비

스를 하고 있다. 각 시스템들은 고유의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 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계정 등록시에 각 시스템에서 별도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본고
에서는 반복되는 사용자 계정 생성에 따른 리자의 오류를 이고 보다 편리한 계정 등록 체계를 확

립하기 해서 각 시스템들의 계정 등록을 계정 리자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하도록 구 하

다.

1. 서론

   슈퍼컴퓨 센터 슈퍼컴퓨 사업실에서는 IBM, 

NEC, HP SMP, Linux Cluster(Hamel)의 여러 가지 

이기종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유․무료 서비스를 하

고 있다.

  계정 정보에 한 부분은 이미 개발된 계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리하고 있었으나 실제 로컬 시

스템에 계정을 생성  쿼터를 설정하는 부분은 계

정 리자가 사용자의 계정 발  요청에 의해서 해당 

시스템의 고유 계정 생성 명령어들을 터미  상에서 

입력을 해 왔다. 

  기존의 체계에서 리자는 각 시스템에 터미  

속 후 adduser, addgroup 혹은 각 시스템 업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

을 취해왔는데 이 방법은 리자의 오류가 발생시에 

사용자 계정에 향을 미치는 방식이었다. 한 사

용자의 계정 생성에 한 확인을 화 혹은 이메일 

통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왔다.

  본 고에서는 각 시스템의 터미 에서 작업을 수행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의 소지를 통합

리 로그램을 통하여 제거하고, SMS 메시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계정 생성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계정 통합 리 로그램

을 개발하 다. 

2. 로그램 설계

  가. 고려사항

 다음은 사용자 계정 통합 리 로그램을 구 시

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1) 기존 개발되어서 운 인 계정 정보 리 시

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2) 기본 으로 슈퍼컴퓨 센터에서 운 인 모든 

시스템에서 동작 가능해야 한다.

  3) 계정 생성에 계된 사용자 계정 생성, 사용자

의 디스크 쿼터 설정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계정 생성에 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안 하게 

보내 주어야 한다.

  5) 계정 리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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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작업 흐름도

  나. 설계 개요

  구 되는 로그램은 기존에 구축하여 운 인 

계정 정보 리 로그램과 연동하여 신규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실제 시스템에 사용자의 계

정을 생성하도록 구성하 다. 한 SMS 시스템과도 

연동하여 계정 생성의 진행 상황을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o 사용자 계정 정보 조회

   : 각 시스템에 사용자 계정 생성을 하기 에 사

용자 정보의 복 검사를 해서 기존 시스템

의 사용자 정보 일을 읽어서 복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 다.

  o 비 번호 생성 기능

   : 사용자 비 번호 생성시 임의의 문자열을 생성

하여 사용자 계정의 기 비 번호로 설정함으

로써 다른 사용자의 타 비 번호 유추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디스크 쿼터 설정 기능

   : 계정 생성 시에 용하는 사용자의 디스크 쿼

터를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 다.

 o 작업 내용 기록

   : 사용자 계정 생성과 련된 작업 내역에 한 

로그를 남겨서 작업내역에 한 추 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 다.

  o 문자 메시지 발송 기능

   : 기존 SM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계정 발 의 진행상황을 SMS를 통하여 사용

자의 핸드폰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

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설계하 다.

 o 계정 생성 기능

   : 각 시스템에서 터미 을 통하여 생성하던 사용

자 계정을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생

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3. 로그램 구

 가. 구 환경

   개발환경은 계정 리자의 PC 환경에서 실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기존에 Visual 

Basic으로 개발되어 있는 통합계정 리 시스템 내

에 포함시켰다. 한, 상이 되는 슈퍼컴퓨터의 로

그인 노드에서는 C 와 Shell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몬의 형태로 구 을 하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로그래

개발 언어 ASP C/Shell Script/Perl

설치 장소 계정 리자 PC
슈퍼컴퓨터의
로그인 노드 

 나. 작업 흐름도

  다음 <그림 1>은 사용자 계정 통합 리 로그

램의 개략 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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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정 리자 로그램의 실행 화면

  다. 구  항목

   1) 리자 로그램

   o 사용자 계정 정보 일 검사 모듈

    계정 생성에 앞서 기존 사용자 정보

(Password/Group)를 검사하여 복되는 사용

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① 

참조]. 한,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해서 찾

기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의 Password 일과 

group 일에 복되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

다[② 참조]. 

  o SMS 송 모듈

    사용자 계정 정보 입력시에 임의의 비 번호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비 번호를 

SMS 메시지로 발송한다[③ 참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안 한 방법으로 비 번호를 

발송할 수 있다.

  

  o 사용자 쿼터 설정 모듈

    사용자가 계약한 구좌수에 따라서 미리 정의된 

쿼터 계산법에 따라서 사용자 계정에 한 디

스크 쿼터를 해당 시스템에 설정할 수 있다[④ 

참조].

   o 사용자 계정 생성 모듈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각 시스

템에 달하여 실제 계정을 생성하도록 작성하

다. 실제 생성에 앞서 송될 문자열을 통하

여 시스템으로 송될 메시지를 최종 확인 후

에 계정 생성 명령어를 수행하게 된다[⑤ 참

조].

  2) 서버 로그램

   o 사용자 계정 정보 일 수집 에이 트

     클라이언트인 사용자계정 정보 일 검사 모듈

의 요청에 하여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집․ 송하는 에이 트

   

   o 사용자 계정 생성 에이 트

     계정담당자용 로그램과 통신을 통해서 각 시

스템의 계정 생성․쿼터 설정 로그램을 호출

하는 에이 트

   o 사용자 계정 생성 로그램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계정 생성 로그램을 

수정하여 명령어라인 상에서 계정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변환한 로그램이다. 일반 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 번호 생성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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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입력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에이 트를 이용한 본 시스템에서는 장

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서 

perl을 이용하여 화식 패스워드 설정 로그

램을 작성하여 명령어 기반 패스워드 설정 방

식으로 변경하 다.

    

 #addUser $1 $2 $3 $4 $5 $6 $7 $8

 argument 값: 사용자 ID, 사용자 Uid,그룹 ID

              그룹 Gid, 사용자 이름, 비 번호

              사용자 홈, 사용자 쉘

   o 사용자 쿼터설정 로그램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쿼터 설정 로그램을 

수정하여 명령어 라인 상에서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환한 로그램. 일반 으로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쿼터 설정 명령어들은 vi 명

령어를 이용하여 일시스템을 편집하는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 vi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는 에이 트를 통한 쿼터의 설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NFS의 경우에는 직  일시스템 

련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쿼터를 설정하

으며, 그 외에는 ed 명령어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일시스템에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

록 구 하 다.

    

 #addQuota /mount groupID SoftLimit HardLimit 

 argument 값: 사용자 홈의 마운트 포인트, 

              그룹 ID, SoftLimit, HardLimit

 

4. 결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 사업실에

서는 본고에서 구 한 사용자 계정 통합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통합 리

하고 있다.

      향후 구  사항으로는 재에는 별도의 보안 

모듈 없이 각 에이 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리자의 IP를 확인하여 해당 IP에서만 요청을 수

락하는 형태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기 

버 에서는 각 메시지의 송․수신시에 암호 라

이 러리를 거쳐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

로 보다 안 한 시스템으로 구 할 정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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