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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 산업의 기술 및 보급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정보가 위험에 노출 되

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노출 된 정보들로 인해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술 유출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표준화 단체인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모바일 장치의 소

프트웨어 관리 및 디바이스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프로토콜과 메커니즘을 지정한 DM(Device

Management) 표준에 대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디바이스 장치 제어 기술의 원리에 관

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It is being exposed to hazard about the person or company’s information, according

to mobile-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Those situations are being threatened to

private information exposure and in a bid to stop the outflow of new technologies from

coporations or goverment. to resolve this issue, the administration of SMART phone’s

applications and the skill of handling for device applying the standard of DM defining

protocol and Mechanism Study into the software management and Device supervision

under controlling, OMA which is affiliated to Mobile Service Standard Organization.

키워드

OMA, OMA DM, MDM

Ⅰ.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는 카메라, 블루투스, USB 키

보드, 주변기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며 고급

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정보가 위험

에 노출되어 개인의 신변은 물론, 기술 유출로 인

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는 국가의 지원을 바

탕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안랩, 지란지교, 이

글루소프트, SK 인포섹 등의 모바일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격으로 모바일 기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DM(Moblie

Device Management)를 개발하고 제품을 출시하

고 있다. MDM은 제어명령 전송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DM Server와 단말기에 설치되는 DM

Client로 단말기를 제어한다. Server와 다양한 기

종의 단말기들과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표준 프로토콜에 따른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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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표준화 단체인 OMA(Open Mobile Alliance)

에서 제시하고 있는 DM(Device Management)프

로토콜의 사양과 구조, 흐름을 파악하여 어떤 방

식으로 단말기를 제어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Ⅱ. 본 론

1. OMA DM 사양

OMA DM는 DM Server가 DM Client로 관리

객체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과 메커니즘

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는 물리적인 특

징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DM Server와 상호작

용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관리 및 펌

웨어 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DM Client

로 구성된다. DM Server는 DM Client와 주기적

으로 통신하며 DM Client의 요구사항에 응답 또

는 처리를 담당하는 원격지에 위치한 단말기 관

리 서버를 말한다. DM Client를 통한 단말 관리

객체를 추가, 수정,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말 관리 객체는 관리 대상이 되는 단말기의 구성

요소이다. 단말 관리 객체는 트리 형태로 구성되

며 트리에서 각 객체들은 노드로 표현된다. 관리

객체는 가상의 트리 구조를 가짐으로써 효과적인

관리객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DM Server는 DM Client를 통해 관리 트리의 각

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관리 객체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의 노트에 위치한

관리 객체의 접근을 통해 그 노드의 하위에 위치

한 모든 관리 객체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 OMA DM 기반 구조

DM Client와 DM Server간에는 OMA DM 프

로토콜로 전송하며 XML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동기화 표준인 SyncML(Synchronization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데이터동기화를 한다. DM

Server는 OMA DM에서 제공하는 관리명령(GET,

ADD, DELETE, REPLACE, EXEC)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단말의 설정 값을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원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펌웨어 업데이

트, 오류진단 및 보고기능을 제공한다.

표 1. OMA DM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세부 스팩

요구사항 내 용

Bootstrap

OMA DM 서버와 단말기의 관리 세션 초

기화 절차 및 이에 필요한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

Notification

Initiated

Session

단말기의 에이전트에게 세션 시작 요청을

보내기 위한 절차와 메시지에 대한 정의

Protocol
SyncML Representation Protocol 을 사용하

는 관리 프로토콜과 관리 절차에 대한 정의

Represen-

tation

Protocol

OMA DM 서버와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XML 메시지에 대

한 정의

Security

일반적인 보안 전송, 계층 그리고 어플리케

이션 계층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Standard-

ized

Objects

모든 OMA DM에 적합한 단말기들에게 필

수적인 관리 객체에 대한 정의

Tree and

Description

관리 객체를 트리 구조로 구성한 관리 트리

와 관리 트리의 노드 속성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한 정의

Tree and

Description

Serialization

관리 트리의 부분 또는 전체를 XML 또는

WBXML 형태의 바이트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의

2. OMA DM 구조

OMA DM WG(Open Mobile Alliance Device

Management Work Group)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2]를 통해 앞에서 본 DM Server, DM

Client와 사용자 환경의 Web contents를 제공하

는 요소들과 요소 간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그림 2] OMA DM 다이어그램

DM Server와 DM Client는 DM-1, DM-2,

DM-3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치 관리 명령 및

Bootstrap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Web Server Component와

Web Browser Component는 DM Server, DM

Client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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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를 제공하고, 이 작업들에 관련된 상호작

용 결과 보고서를 DM Server에 전송한다. Data

Repository는 DM Server와 관리 데이터를 공유

하고 제공하며, DM Client가 그 데이터를 전송

및 검색 할 수 있는 논리적인 Server이다.

3. OMA DM 구조 흐름

위에서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간략

하게 보았다면, 그 구성 요소들의 작업 순서와 흐

름을 [그림 3]을 통해 알아본다.

[그림 3] OMA DM 구조 흐름

초기에 DM Client에서 DM Server로 장치 관

리를 요청하면 DM Server는 단말기 내 설치된

DM Client를 통해 식별과 인증작업을 거쳐 해당

단말기를 관리 대상 단말기로 등록한다. DM

Server가 DM Client에게 관리 명령을 전송하면

DM　Client는 Web Browser Component가 DM

Server에 엑세스하여 HTML 형식의 폼을 요청 및

해당 데이터를 전송받게 한다. Web Browser

Component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Web Content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Web Browser Component

는 DM Server에 폼 데이터를 전송하고, DM

Server는 이를 처리하고 UI의 상호작용을 종료한

다. Web Browser Component는 DM Client에게

DM Server와 상호작용이 종료됨을 알리면, DM

Client는 DM Server에 관리 세션을 다시 요청하

고, DM Server가 관리 명령을 생성하여 DM

Client에 전송하면 DM Client는 관리 명령을 수

행하고 작업의 결과를 DM Server로 전송한다.

DM Server는 관리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세션 종

료 명령을 DM Client에 전송하고 세션이 종료된

다.

4. OMA DM을 가능하게 하는 규격

OMA DM이 기본적인 DM Server와 DM

Client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한 규격이라면, 부가

적인 OMA DM기능을 위한 규격들이 존재한다.

장치의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하는 메커니즘을

기술 하고 있는 OMA DCMO(Device Capability

Management Object), 단말기 분실, 도난 시 메커

니즘이 관리 객체를 원격으로 잠그거나 삭제하는

OMA LAWMO(Lock and Wipe Management

Object), 펌웨어 업데이트 규격을 기술하고 있는

OMA FUMO(Firmware Update Management

Object),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운로드, 설치, 업데

이트, 삭제에 관련 활성화/비활성화 관리 작업을

지원하는 OMA SCOMO(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Object) 등이 그것들이다. 이 규격들

은 각각의 논리 Server와 Client를 두고 OMA

DM과 비슷한 구조와 흐름으로 단말기의 제어방

식을 기술하고 있다.

Ⅲ. 결 론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개인 및 기업의 업무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안 및 어

플리케이션 관리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MDM 솔

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본 논문에

서 연구한 OMA DM 표준을 기반으로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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