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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망 관리 시스템(NMS)의 필요성이 ISP 가 운용하는 대규모 망뿐만 아니라, 관
공서와 같은 소규모 망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조합하여 제공하는 유연한 구조의 NMS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제반 비용을 수
반하지 않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NMS 솔루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
기 위한 프로토타입 성격의 NMS Pilot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망 관리 시스템(NMS)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NMS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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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망 관리 시스템(NMS)의 필요성이 ISP가 운용하는 대규모 망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같은 

소규모 망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NMS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연한 구조의 NMS 시스템 실
현방안으로 NMS 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기능모듈을 서비스 형태로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Spring Framework 과 같은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방
법이 각광받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NMS 개발에 적용 가능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NMS Pilot 시스템을 개발해봄으로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망 관리 시스템(NMS)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의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라

이선스 정책 별 특징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 유연한 구조의 NMS 실현을 위해 적용한 3 가지 오
픈 소스 개발 프레임워크 (OSGi, Spring, ORM)에 대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는 NMS Pilot 시스템 개
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46 
 



KNOM Review, Vol. 13, No.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S/W) 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 를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
반으로 솔루션 개발 및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소스코드 공개문제 등 오픈 소스 소프
트웨어를 활용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

위를 명시한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픈 소스 SW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 SW 개발자
가 만들어 놓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SW 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는 라이선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라
이선스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등의 라이선스가 있다. 오픈 소스 SW가 이와 같은 라이선
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만약 오픈 소스 SW 에 라이선스가 없다면 오픈 소스 SW 를 무단으
로 상업적인 SW 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BSD 라이선스
와 Apache 라이선스의 오픈 소스 SW 를 사용하여 개발 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GPL, LGPL, MPL 라이선스의 오픈 소스 SW를 사용하여 개발 된 소프트웨어는 소
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GPL 기반의 라이선스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솔루
션 개발 시에는 소스코드 공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 은 주요 오픈 소스 SW 라이선스를 비
교한 표이다. 

표 1. 주요 오픈 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2.2. 적용 오픈 소스 개발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유연한 구조의 NMS 실현을 위해 적용 가능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

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한다. NMS Pilot 시스템에 적용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아래와 같
다. 

 OSGI 프레임워크 
 Spring DM (Dynamic Modules) 프레임워크 
 ORM (Object-Relational Mapping) 프레임워크 

 
1) OSGi 프레임워크 

 
OSGi (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프레임워크는 Java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

(번들)간의 의존관계를 동적으로(Run Time) 관리하는 표준기술 프레임워크이다 [3]. OSGi 프레임워
크는 Java 모듈의 라이프 사이클(등록, 설치, 제거, 실행, 정지, 업데이트, 버전관리)을 원격으로 관
리가능하기 때문에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in JAVA Object 라고 불린다. 즉, 그림 1과 같이 모
듈은 서비스 형태로 배포되고, 다른 모듈을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검색하고 호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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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SGi 번들 배포 구조 

 
OSGi 프레임워크는 번들이라는 단위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번들은 배포될 수 있는 모듈

화 된 단위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와 리소스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JAR 파
일과 OSGI 메타데이터(MANIFEST.MF 파일)로 구성된다. 

OSGi 프레임워크 내 설치 된 번들은 그림 2 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 (Life Cycle)에 따라 운용
되며, 프레임워크의 동작에 관계없이 동적으로 설치, 실행, 중단, 제거가 가능하다. 

 
그림 2. OSGi 번들 라이프 사이클 

 
OSGi 프레임워크는 'Bundle 번들' 단위로 인터페이스를 노출시켜서 외부에는 인터페이스만 노

출되며, 내부 구현은 철저하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보다 나은 모듈화 제공하여, 
좋은 유지보수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3 과 같이 번들 A 가 기능(Method) A 와 B 를 외부(다른 번
들)에게 노출하면, 번들 B가 노출한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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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SGi 번들 간의 기능 참조 구조 

 
2) Spring DM(Dynamic Modules) 프레임워크 

 
Spring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바탕이 되는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Java/J2EE 프레임워크로, ioC (inversion of Control) 컨테이너,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 다
양한 DB 관련 API (Hibernate, JDBC, HSQL 등)를 제공한다. Spring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4]. 

 
그림 4. Spring 프레임워크 구조 

 
Spring DM은 Spring 프레임워크의 일부분으로, OSGi 번들로 배포되는 Java 어플리케이션 모듈

을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Spring DM 은 그림 5 와 같이 OSGi 번들의 business 
code (본래 기능)와 dynamism management code(객체간의 의존관계)를 분리시켜준다. 따라서, 개발자
는 OSGi 번들 사이의 의존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business code (본래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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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pring DM 프레임워크 활용 예제 

 
3) ORM (Object-Relational Mapping) 

 
ORM 이란 관계형 DBMS 와 객체 지향 프로그램밍 개념을 연결 시켜주는 프로그래밍 테크닉

으로서, 메타데이터(XML 또는 Java Annotation)를 사용하여 객체와 DB 테이블 사이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여, 클래스와 데이터 멤버를 통해서 DB 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즉, 객체형 로
직을 관계형 로직으로 변환해 주는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ORM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서, DB Operation 을 처리하는 퍼시스턴트(Persistent)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독립성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준다. 즉, 각 DBMS 에 맞는 SQL 질의
문 변환 업무를 ORM 프레임워크에 맡겨둠으로서, SQL 질의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인 구문
으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여기서 ORM 과 SQL Mapper 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ORM 
 Database 엔티티(Entity)와 자바 객체를 동기화 하는 역할을 함 
 모든 SQL문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생성되고 실행됨. 

 SQL Mapper 
 자바객체를 실제 SQL 문장에 맵핑 시킴. (자바 소스코드에서 SQL 관련부분 제거
함)  

 SQL 문장은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자가 SQL MAP 파일에 기술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ORM 프레임워크로서 ‘Hibernate’와 SQL Mapper 로서 ‘iBATIS’ 를 적용하였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Hibernate 는 XML 파일 또는 Java Annotation 을 통해서 클래스와 DB 스키마를 맵핑 시켜, DB

로 부터 독립성을 제공한다 [5]. 클래스를 DB 엔티티처럼 다룰 수 있는 SQL 과 비슷한 쿼리인 
HQL (Hibernate Query Language) 제공하여, 개발자는 소스코드 내에 HQL 만 기술하면, Hibernate 가 
각 DBMS(오라클, DB2, PostgreSQL, MySQL, HSQL) 에 맞는 SQL로 변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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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ibernate 사용 예제 

 
iBATIS 는 객체와 SQL 문장을 매핑 하는 XML 형태의 SQL Map 을 이용하여, 객체와 DB 사

이의 데이터 연계를 간단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데이터 매퍼 API를 제공한다 [6]. iBATIS는 DB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바 코드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어플리케이션과 SQL 의 분리로, 
타 DBMS로 전환 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iBATIS의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NMS Pilot 시스템 개발 시 Hibernate 적용 결과, 개발 속도 및 단순성 등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 볼륨이 증가하고 각종 요
구사항이 빈번하게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운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
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Hibernate 가 성능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그 대안으로 SQL Mapper 인 iBATIS 를. 적용해본 
결과 성능상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NMS 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Application 들은 ORM 보다는 SQL Mapper 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7. iBATI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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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MS Pilot 시스템 개발 
 
본 장에서는 NMS Pilot 시스템 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NMS Pilot 시스템은 다양한 요구사

항을 유연하게 수용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앞 장에서 소개 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
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현 된 시스템이다. 
 
3.1. 요구사항 
 

NMS Pilot 시스템은 NMS 구축 및 운용비용 최소화를 위해, OS, HW, DBMS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다. NMS Pilot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달성방안은 표 2와 같다. 

 
표 2. NMS Pilot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달성방안 

 

요구사항 설명 요구사항 달성방안 

OS 독립적 OS 에 관계없이 설치 OS 와 관계없이 운용 가능한 언어 사용 (Java) 

DB 독립적  
특정 DB 와 종속성 
제거 

DB 간 호환 가능한 표준 SQL문 사용 및 SQL 
Mapper 프레임워크 사용 (iBATIS) 

One Click 설치 
Server/Client 모듈에 
대한 One Click 설치 

Product 설치 시 운용에 필요한 모든 S/W 가 
설치되도록 installer 구현 

모듈화/확장성 
주변 module 과의 
연관성 최소화로 Plug-
In 가능한 구조 확보 

Dynamic 하게 모듈을 추가/제거 가능한 
프레임워크 적용 (OSGi, Spring DM) 

NMS Pilot 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I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Router, Switch, Server, 
무선 AP 등을 포함한다. 

 
3.2. 시스템 구조 
 

NMS Pilot 시스템의 전체구조는 그림 8과 같이 서버프로그램과 C/S 형태의 GUI 로 구성된다. 
서버프로그램은 관리 대상 장비와 통신하여, 관리정보를 수집하여, DBMS 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
고, GUI 는 사용자에게 관리정보를 보여준다. 서버프로그램과 GUI 는 RMI (Remote Method 
Invocation)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7]. 
 

 
그림 8. NMS Pilot 시스템 전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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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S Pilot 시스템은 Apache License 정책 준용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
다. plug-in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 구현물인 Felix 를 사용하였고, Spring 프레임워크의 
Spring DM을 사용하였다 [8]. OS 독립적인 구조를 위해서 서버프로그램은 JAVA언어를 사용하고, 
GUI 는 JAVA SWING 를 사용하였다. DB 독립적인 구조를 위해서 처음엔 Hibernate 를 적용하였지
만, 성능 문제로 iBATIS로 적용하였고, DBMS는 MySQL과 HSQL 2가지를 지원한다. Web Server
는 Jetty를 적용하였다 [9]. 

NMS Pilot 시스템의 상세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NMS Pilot 시스템 내부구조 

 
4. 결론 
 
다양한 사업현장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가능하고 제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NMS 솔루션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NMS Pilot시스템을 개발하였다. 

OSGi 와 SpringDM 을 기본 프레임워크로 적용하여, 시스템의 기능모듈을 plug-in 이 가능한 번
들 형태로 개발하였고, DBMS 의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ibernate 와 iBATIS 와 같은 ORM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NMS Pilot 시스템을 개발해 본 결과, 오픈 소스 개발 프레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여러 모듈(예)번들 간의 의존관계 처리)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모
듈(번들)의 본래 기능 (business code) 개발에만 충실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고, 
소스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 OSGi 기반의 plug-in 번들 형태로 기능 모듈화를 하였기 때문에, 기
존 모듈에 영향 없이 새로운 기능모듈을 쉽게 추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픈 소스 개발 프레임워크기반의 NMS 개발이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오

픈 소스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기능 별로 모듈화하다 보니, 패키지 수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DBMS 종속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Hibernate 를 적용하여 NMS Pilot 시스템을 개발해 보니, 
개발 속도 및 DBMS 전환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 DBMS 에서 제
공하는 성능개선 Feature 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통적인 SQL 문만 사용하다 보니, DB 볼륨이 증가
하고 각종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안 책으로 적용한 
iBATIS 경우는 DBMS 종속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지만, 성능저하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NMS 시스템을 개발할 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오

픈 소스 개발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더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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