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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분야에서 최근 눈에 띄는 트랜드는 무선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간의 통합이 
이며， WAP 디바이스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메니저들은 종종 긴 
급히 수정해야할 시스템 결함을 맞곤 하지만， 보통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WAP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관리 툴을 설계하고 아키텍쳐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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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urrent trend in telecommunication is the convergence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computer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emergence of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W AP) devices is an 
example. Computer system managers are often requested to solve urgent system problems. Many 
times, they cannot access a computer to perfonn remote system management tasks. Aiming at 
solving this problem, this paper presents a novel tool for system management that uses a W AP 
interface, and focuses on the description of the architecture and the associated application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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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를즉 

‘-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의 특성상 시스템 장애를 

미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애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쳐로 구 

성된 인터넷의 특성상 트래픽이 집중하는 서버 

시스템에서의 신속한 장애 탐지 및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선기반의 시스템만으로 

구축되어있는 서버 관리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이 

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를 극복하는 방안이 무선시스템을 통한 접속채 

널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기존 

유선망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고 단점을 무선 접 

속채널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유무선 환경의 

효율적인 서버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었다. 

대규모 분산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의 서버 관리자들은 현재 서버 시스템들 

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 

으로 파악해야 하며 서버 상에서 발생하는 장애 

에 대해 선속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유선과 무선 접속 채널이라는 두 가 

지 수단을 동시에 제공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에서 다수 

의 관리 대상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시스템은 관리 

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업무에 몰 

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갈수 

록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 

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모니터링을 위 

한 WAP기반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2장에서는 

관련된 연구로서 무선인터넷 표준과 ]AVA 및 

시스템 관리 아키텍쳐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는 현재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개발환경에 대 

해 알아본다. 4， 5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6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자 

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검토하며 결 

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모바일 컴퓨팅이란 무선 디바이스가 무선 네 

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 

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솔푸션플 

말하며 또는 무선 장비를 이용하여 일상적으_11~_ 

사용하는 고정 장비에서 떨어져 이동 중일 때에 

도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솔루 

션을 말한다. 

모바일 컴퓨팅은 Wireless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 이 Wireless Access 

뿐 만 아니 라 Wired Synchronization 등 다양 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컴퓨팅은 기 

존 유선 네트워크와의 ‘단절’이 아닌 ‘확장’이라 

고 말할 수 있다. 

2.1 무선인터넷 표준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무선 환경에 최적화 시키는 방식(I - Mode, ME) 

과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을 탈피하여 무선환경 

에 알맞은 새로운 방식을 통한 접근CWA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AP Forum에서 개발된 WAP은 다양한 네 

트워크와 단말기를 수용하고 무선망의 열악한 

통신 환경과 무선 단말기의 제한된 환경을 고려 

하여 무선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표준이다. 

WAP 아키텍처에서는 무선망에서는 WSP!WTP 

로 통신이 이루어지며 유선망에서는 HTTP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선망과 유선망 연 

동을 위해서 중간에 WAP 게이트웨이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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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AP 아키텍쳐 

또한 단알기 엽체는 WMUWireless Markup 

Language)로 구축된 사이트를 볼 수 있는 WAJ' 

프라우저원 단말기에 내장해야 하고， 컨텐츠 엽 

자는 사이트용 WML로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WAJ' 아키택처의 가장 를 문제는 게 

이트웨이에서 신호환 encodeldecode할 때 데이 

터 원본이 노출될 위험이 었다는 것이다 또한 

WAJ'은 WAP 자체 프로토콜융 사용하므로 

HTML과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게이트쩨이에서 

WAJ'으로 변환하는 작업 이 훨요하므로 망 사엽 

자에게 큰 비용올 부당시킨다 

하지만， 우선 구간상에서 비교할 경우 HTML 

은 ASC lI Character로 선송되며 WAJ'온 Binary 

Code로 전송하여 전송 데이터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정용 가진다 이런 륙성온 우선 구간의 

한정된 속도에 대처하기 위항이다 

2 .2 Java와 WAP의 동합 

자바 언어는 텔레비션 세트， VCR, 토스터기 

둥， 백화접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기 계들 

파 같은 전기 장비둡의 사용자틀올 위한 소프트 

헤어 프로그랩용 개발하는 연구 프로책트의 일 

환으로 1991년 SUN 마이크로 시스댐에서 개발 

되었다 그 당시 자바의 목표는 폭넓은 하드빼어 

장비들에 대하여 작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식 

성올 좋게 만드는 짓이었다 

이러한 것올 이용하여 자바언어틀 윈드 와이 

드 햄을 풍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랩 들을 전 

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언어로 만툴었고， 상이한 

시스댐 환경 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식 

성이 뛰어난 프로그햄틀을 개발하기 위한엄용의 

목적에 적합한 개발언어로 만들었다 

자바와 자바 판련 기술은 인터넷파 인트라넷 

애용려케이션 개발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률 차 

지한다 이미 많은 시스댐 판려 시스댐이 자바언 

어로 개안되어있으며， 욕히 시스댐의 관리 인터 

에이스 측연에서 3티어 아키핵쳐휠 가진 웹기반 

의 유저인터쩨이스는 거의 대부분이 자바언어룹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기존 유선기반의 시스앵 판려 시 

스댐의 우선확장옹 WAP과 자바 기술의 연동옹 

풍해 이푸어섣 수 있다 

2 .3 시스댐 관리 구조 

기존에 않아 사용되는 시스템 판리 구조의 형 

태에 대하여 살펴보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 

분항 수 있는데 집중형 구조(Centralized Archi 

tecture), 계 층형 구조(Hierarchical Architec

ture), 분산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집중형 구조 

는 하나의 관려자가 모든 관리 시스탱 및 네트 

워크흘 판리하고 잭엄지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관리자는 모든 에이전트와의 홍신옹 처리하고 

이에 대한 재어 및 정보에 대한 처 리용 수행한 

다 하나의 관리자가 요구되묘로 구현에 있어서 

간단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정의가 간단한 

연이다 또한 하나의 관리자가 요든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판리의 연리성을 얻올 수 

있다， 그러나 판리 노드의 중가는 중앙의 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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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과부하를 주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계층형 구조는 하나의 주 

관리자(Super Manager)와 여러 개의 보조 관리 

자(Sub Manager)로 구성된다. 보조 관리자는 집 

중형 구조의 관리자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도 

메인에서는 모든 관리 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주 관리자는 각 도메인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조 

관리자만을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영 

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 네트워크의 추 

가 시에는 하나의 보조 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관리가 손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 

층형 구조는 관리 네트워크의 확장에 대하여 유 

연성을 가지며 손쉽게 관리 영역을 넓힐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분산형 구조는 위에서 살펴본 집 

중형 구조와 계층형 구조를 혼합하여 구성한 형 

태이다. 집중형 구조의 관리자나 계층형 구조의 

주 관리자와 보조 관리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다 

중 관리자(Multi -peer Manager)를 사용한다. 이 

구조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며 

이전의 구조와는 달리 영역 관리자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신을 통하여 각 도메인별 

관리자들은 상대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리 정보에 대한 교환을 

통하여 좀더 원활한 관리를 행할 수 있다. 그러 

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므로 각 도메인 

별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교환이 용이하지 않고， 

전체 피관리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 개발 환경 

3.1 무선인터넷 개발 언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개발 언어 

는 4가지로 통신 서비스 업체별로 사용하는 언 

어가 다르다. 

(1) WML(Wireless Markup Language)은 WAP 

의 기본 언어로서 무선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에서 

W매1L을 변형한 SK-\\매1L과 UP사에서 W매1L 

을 변형한 UP-WML을 사용하고있다. SK
W대r1L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휴대폰에서 보려 

면 AUR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하고 UP
W매r1L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보려면 UP 브라 
우저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2) HDML(Handheld Device Markup Langu 

age)은 미국의 UP(Unwired Planet)사에서 

제안한 것으로 초기 무선인터엣에 사용되었 

던 언어이다. HTML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면서 휴대폰 환경에 최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019 

휴대폰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 

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3) mHTML(Micro Hyper Text Markup Langu 

age)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언어 

로서 HTML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mHTML 문서를 휴대폰에서 보려면 ME 

(Mobile Explor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016에서 ME를 사용한다. 

(4) cHTML(Compact Hyper Text Markup Lan • 

guage)은 Access Company에서 J-Mode에 사 

용하기 위해 개발한 언어로서 HTML과 유 

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J-Mode는 일돈 

NTT 도코모 사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방식으로 일본 및 유럽과 미 

국 등에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3.2 무선인터넷 브라우저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있 

어 인터넷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브라우저 

는 휴대폰 종류별로 제각기 다른 브라우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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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3 .2 .1 AUR 브라우저 

AUR 프라우저는 AU←System에서 개발한 브 

라우저로서 011용 휴대폰에서 지원한다‘ 017용 

SKTelecom으로 합병된 후에 AUR 프라우저용 

사용하고 있고 019는 부분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3.2.2 ME 브라우저 

ME 브라우저는 아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 

한 브라우저로서 WAP, HDML 둥과는 탈려 기 

존의 HTML과 통일한 구조용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호환성에 우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KTF에 

서 제공하는 016, 018에서 사용하고 있다‘ 

3 .2.3 UP 블라우저 

OPENWAVE의 선신인 Phone.com에서 제작 

한 브라우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Telecom으 

로 합병되기 전의 01 7용 휴대폰과 019 휴대폰에 
서 사용하고 있다 

4. 시스댐 관리 소프트웨어의 무선확장 
설계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관리 에 

이전트 서벼의 관리자가 유선앙상에서 관리하는 

유선망 기반 서버 판리 시스댐의 개발과 무선앙 

올 기반으로 한 서버 판리 시스댐을 연동하여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시스탱용 개발하는 

것용 목표로 한다[1， 31 

서버 판리 시스댐은 판리 대상 서버의 정보륜 

수집하는 관리 에이선트와 다수의 판리 에이전 

트 서버등용 판려하기 위한 분석 서버로 구성된 

다 분석 서버는 에이전트에서 정보 수집 및 운 

석용 당당하는 부문파 갱보룹 관리자에게 핀요 

한 형태로 제공하는 역함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배 관리 시스템은 콜라이언트 

/셔버 모벨옴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4.1 전체 시스탱 구성 

본 시스댐은 리녹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여러 

서벼들을 웹상에서 판려하기 위한 리녹스 관리 

시스댐이다 중앙의 분석 서이 시스댐과 피관리 

시스댐인 판리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판리 에이 

전트률 그륭별로 구성하여 계충적 구조를 강고 

[4,51 해당 시스댐을융 관리할 수 있는 시스댐이 

다 또한 엠을 풍해 접속한 관리자에게 간단하연 

서도 강허한 인터때이스용 제공항과 동시에 계 

충객으로 판리하게 함으로써 관리자에게 판리 

행위의 연의성올 제공한다 

본 시스댐은 client!server 모델용 기반으로 판 

리자는 중앙의 웹 server9t 접속한 행 인터페이 
스 빛 모바일 인터때이스를 동하여 판려 대상 시 

스댐틀에 대한 자원 상태 빛 성능분석과 이의 보 

고서 정보릉 바탕。-극 시스탱 관리급 수행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성도 

판려 대상인 각각의 Linux 시스댐에 설치되어 

해당 시스댐의 상태 정보풍 분석하는 관리 에이 

전트와 판리 에이전트를 통해 얻은 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정보공 분석하여 원격에서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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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리 흉작을 수행하는 분석 server 시스댐， 그리 

고 원격지에서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관리자의 행위흉 l간영하는 원격 client 

시스탱으로 나윌 수 있다 

시스댐 관리에 대한 전체 시스댐의 기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CD 관려자는 c1ient로서 Intemel explore와 갈은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 탑재원 어륭리 

케이션올 흥해 server에 서비스용 요청한다 

@ 원격 clienl 시스탱은 사용자의 요청올 분류， 

요청에 맞는 서비스 모툴융 실앵시킨다 

@ 분석 seπer 시스댐이 원격 c1ienl로부터 서비 

스 요청올 받게 되연 해당 에이전트에게 

socket올 풍해 정보 요청을 션달한다 

@ 판리 에이전트는 server의 요청에 맞는 서비 

스릎 시스댐에 적용하여 해당 걸과릎 다시 

관리 server에게 전달한다 

@ 판려 server는 필요에 따라 DB에 접근해서 

데이터퉁 수정하고， 분석 결파흉 원격 clienl 

시스댐에게 넙겨준다 

@ 원격 client 시스댐에서는 분석결과릅 가공， 

처리하여 재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graph 또 

는 표의 형태로，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는 

TeXl 기반의 정보형태로 보여준다 

관여 에이진트의 작동 유무에 대한 네이터는 

분석 server에서 왈링흘 용하여 일정 주기에 따 

라 수집하여 접속되어 있는 client 시스댐에 보 

고한다 이러한 보고 정보는 관리자에게 판리 에 

이전트의 작동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원격 clienl 시스댐에서 판리자의 

요청과 무판하게 표시룹 해준다 

4 .2 관리에이전트 구성 

본 시스템에서의 에이전트의 역할은 리늑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여러 피관리 대상인 서어틀 

을 웹상에서 판려하는 것이다 

:: 

"" .. “ .. , 
’ 

시스l 커냉 

(그림 3) 관리 에이전트 구성도 

본 시스템에서는 중앙의 분석 서버 시스엠을 

통해 전달받은 관리 행위에 대한 정보흩 용하여 

해당 서버에서 정보룹 추월1 판리 서버에게 보고 

하는 역할올 한다 분석 서벼의 관리 도에인으로 

구분된 구성 에이전트들의 실시간 시스템 판리 . 

성능 빛 장애의 진단 둥의 기술올 제공한다 

관리 에이전트는 관리 대상인 Linux 시스댐에 

설치되어 분석 server 시스댐으로부터 받용 판 

려 요청에 대한 자체적인 시스댐 분석 기능용 

수행하며 이풍 문석 server 시스템에게 보고한 

다 세부 기능 모융로는 용신 모률， 에시지 처리 

오률， 환경 설정 모뜰， 시스템 풍신 모률， 분석 

모률， back-up 데온이 있다 

4 .3 분석서벼 구성 

본 시스댐은 Java 끼술올 바탕으로 웹 상에서 

라녹스 시스댐릎에 대한 손쉬운 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시스엄이다. 이 시스엠의 가장 큰 특 

정은 앤융 기만으로 하여 관리자가 헤당 시스댐 

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의 PC(므라우저) 

흘 이용하여 판리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과 

고객사떨 그홉 판리깥 용하여 여러 시스템뜰에 

대한 통계 정보로 관리 시스앵틀의 비교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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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벌잉요표의즈l 

고객사영 
잉리자 
쩌 '1 

곡회4쇠g 

툴.고핵사깨시 

신효좌김훌 
10 
PW 

용이하다는 정이다， 이헌 시스탱의 구축용 위해 

선 각 판리대상인 리녹스 서버 시스템에서 수집 

한 정보될 가공하여 웹 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버의 역할이 휠요하다 

분석 서버 시스템은 원격 콜라이언트 시스템 

으로부터 받은 판 "1 요청융 관리 대상인 려녹스 

좌쇠용일요붙 
서버영 
CPU 
MEM 
SWAP 
Process 

필뢰~쇠g 

끽시내 lõ~서버 wl 

깅빼쇠요뢰외녕i 

g리요약 

사용지원리 
자산원리 

내므쩌크정보경리 

분석 

현황과 상태갑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판리 

에이전트틀의 UPIDOWN 유무를 주기적으로 파 

악하여 관리자에게 장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다옹은 분석 서버 시스립의 세부 구성도 

빛 모뜰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대한 시스댐틀에게 선당하여 항목에 

(그림 5 ) 인증 메뉴 구성 

요뢰욕g 
고섹시 "익껑보 
에이전~ .R~엉g 

지싱요의정보 
내!위크요약엉모 

il i---
‘” 
•· 

.. 요 

•• 앨:짧-
.... 

씨씌 @이g 

‘i 

。"잉 .9프효 
고끽시영 

에이전트엉 
tP I DNS 
게이트예이 

.. ‘ ... 

뇨
 빼
 

륜힘 
” ” • .... 

•• 
i ’ 

흐극앙스많요요강 | 흐프와쇠훌표궐뢰 
고끽사잉l에이전트영내고끽시영/에이전"" 
Accounl/ log In TlmlfAccountJUID 
Home/Shell I GIO/SheII 

쇠훌좌강료l의죄 

호그잉시용자 
오를사용지 

..... 에 •• 
A빼 ‘앓F 

CPU 징.:t<!뢰 고찍사 s명g/μ에01전 "-명 ~훌표입훌 

뎌 
고~사영/예01전"명 

Memory No/Name Ratlo fTolal Memory 
SWAP 사홈./ 프료째스벼흩 Usad Memory 
Process 샤스톨 쪼로셰쇼비훌 Free MemolY 

고객사M엉g/믹에Q이I전트영 고'l^ 암i명월'0훨10효l전"명 
Ralio/TOlal Memory 
Used Memory 

Name/Owner 

Free Memof\l 
PIO/MEM 

(그림 4) 운석서버 시스템 세부 구성도 

메뉴 구성 및 메시지 구조 5. 

스많표윌훌 1 쇠율요강훌 
고끽시영l예이전프엉| 고끽시엉/에이전므염 

Name! Dom aJn/ lP 1.*_ 
MAC/ONS 처리에잊수 
MTU/Galeway 예킷에러 

내므쩌크엉보호외 

"'1쩍 정S흐m 

냉드월료와로즉g 

5 . 1 메뉴구성 

모바일 기기의 인터페이스 한계로 인해 모바 

인 기기에서 웹기반의 관리 시스템의 모든 관리 

기능율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시스엠에 

서는 모바일 기기갚 풍한 자왼 및 이상상태 

(그림 6 ) 기능 메뉴 구성 

모 

니터링융 위한 사용자 인터패이스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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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시지 구성 

서버 시스템과 관리 에이전트 간의 원활한 통 

신올 위하여 새로운 Message 클래스률 정의하 

여 용신 간 메시지윤 풍하여 정보륭 주고받는다 

시스댐간의 통신온 JAVA의 Stream 클래스촬 

풍해 에시지 객체를 송수신 함으로써 가능하다 

메시지 객체에 대한 송수신시 객체 시리얼라이 

제이션에 따른 에시지 전총 장애 현상을 방지하 

고자 serial VersionUID씀 정의하여 매시지에 대 

한 부정확한 인식， 갑지 왈가능 오류 둥의 문제 

플 해결하였다 

r ~ 

(그림 7 ) 메시지 형식 

5 .2 . 1 MAIN TYPE 

메시지를 전송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올 표시 

하며 에시지 분석시에 최초로 참조되어 구분되 

지는 펼드이다 

5 .2 .2 SUB T Y PE 

각 에시지의 세부 유형올 나타내며 판리 행위 

에 대한 지시 항목 및 보고시에 유형 구분자로 

사용된다 

5 .2 .3 STATUS 

요청 에시지에 대한 용답 코드를 포함하며， 요 

청에 대한 성공 여부용 나타낸다 

5 .2 .4 DATA 

메시지 내용이 포함되는 Vector로써 일반베시 

지의 경우에는 요청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며， 에러메시지의 경우는 해당 에러 상황에 대한 

오류 정보릎 포합한다-

앤t 영 

t'ype 

subtype 

status 

data 

type 

AGENT 
(2) 

SOFT 
WAnE 

(3) 

〈표 1 ) 메시지 형식 설명 

타입 설 명 내용 비 고 

에시지의 
l 판리 서에 
2 판리 

lnteger 전송 주에 1. 2. 3 
에이전트 

표시 
3 소 ne 혜어 

시스댐의 

lnteger 
판리 기놓에 

1- 19 
대한 세부 
항옥용 표시 

잉반 잊 오류 
O 언반에시지 

Int.eger 전송에시씨의 O. 1 
l 에러에시지 

구분 

Vector 
관리 정보 

데이터 

〈표 2 ) 메시지 세부 파라미터 

sub 
핑드 1D 내 용 

1πoe 

lαm 로그인 사용자 초회 

2 L(X;lNALL 모든 사용자 조회 

3 CPU CPU 조회 
4 MEMORY Memorv 조회 
5 SWAP Swap 조회 
6 DlSK Disk 조회 

7 PROCESS 
시스댐 프로세스 

상세 정호 

8 l1ESαJRCE 
시스댐 주연자앤 
상세 정보 

9 r、.!J?fWαK
네트워크 구성 갱보 

상새 정보 

Host 성갱 정보보기 
10 HOST 

/ Host 션정 
11 GATEWAY Gateway 연정 
12 DNS DNS 성갱 

13 뾰rwαlKSET 
액엉 성정 파연 

상세 정보 

14 ßACKUP 액엉 껄갱 

15 BACKUPD타 백영 삭제 

16 l표INSTAl.L 재셜치 설정 

J7 끼w'까C 
네트워크 트래픽 

상세 정보 

18 s、'SAl.L 시 A 앵 요약 쟁보 

19 I\'ETAμ 네트워크 요약 정보 

SWINFO 
소프트쩨어 리스르 

Vle、v

4 SWDEl.N티‘yll、IFO 
소프트빼어 배포 

갱보보기 

5 SWDELIVEllY 소프트혜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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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를로 
L-

다수의 그룹 단위의 서버 시스템에 대한 보급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 

버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수요 또한 비례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용하기 편리 

하고 접근이 용이한 무선접속 및 모바일 단말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관리 시스템들이 모바일 

기기 하에서 동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채널 접속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서버 시스템을 무선 단말기 상에서 원격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관리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본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시 

스템과 통합되어야한다는 점에서 ]AVA 기술을 

이용하며， 빈약한 하드웨어 사양을 가진 모바일 

단말기에 명시적으로 설치되어져야하는 일을 배 

제하기 위해 WAP 기술을 사용하여 섣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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