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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는 기업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꾸준히 연구해온 분야이며 현재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는 객체지향 방법

으로 관리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 정보 모델(Common Information Model, CIM)과 관리 하부구조의 표준

을 수립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웹 기반 

엔터프라이즈 관리(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WBEM)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WBEM 은 CIM 스키마, HTTP 프로토콜과 XML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반 기술과 플랫폼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이 데이터를 일관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통합 아키텍처 표준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리 응용 프로그램은 기업 네트워크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및 라이프 사이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

트 WBEM 구현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WBEM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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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분산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 및 정보 

모델링은 기업체, 산업체, 교육기관들이 꾸준히 연
구해온 분야이며, 현재에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
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환경 시스템 
자원에 대한 IT 환경 모델링 작업은 과거는 물론 현
재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기술들이 독자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독
자적인 구조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발전하였고, 
이들에 대한 통합 솔루션 개발에도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

인 기업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분산 시스템 자
원에 대한 표준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는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모여 시스템 자
원관리 솔루션의 상호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 관리 정보에 대한 표준 모델인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을 정의해 나가고 있
으며, 표준 정보 모델(CIM)의 구현을 제안하는 기술

인 WBEM 표준 역시 신속하게 제정해 나가고 있다.  
CIM 은 관리 대상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적 스

키마로서, 관리 대상 객체들은 시스템 자원의 표현

이며, 스키마는 이 객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에 대하여 일관된 데이터 기술 방법을 제
공한다. WBEM 은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정의하는 
정보 표준과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 방식을 정의하

는 처리 표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WBEM 구현물은 주요 기업체나 교육기관에 의해 
각기 다른 형태로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오픈 소스 
WBEM 구현물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 WBEM 구현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장·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BEM 의 일반적인 개요와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WBEM 구현

물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WBEM 시스템 구현에 관
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WBEM 에 대한 개념, 
WBEM 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오픈 
소스 WBEM 구현물들에 대한 장·단점 및 특징을 
살펴본다. 4 장에서는 WBEM 구현물의 벤치마킹을 
통해 앞으로 구현될 WBEM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5 장에서

는 WBEM 구현 방향설정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2. WBEM 의 개요 
 

이번 장에서는 오픈 소스 WBEM 구현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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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분석에 앞서 WBEM 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
해 알아본다. 또한 WBEM 을 구성하는 표준기술 중,  
관리 데이터 모델인 CIM,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되

는 HTTP, 그리고 데이터 인코딩 기법으로 사용되는

XML 에 대해 알아본다. 
 

    2.1 WBEM 이란? 
 

WBEM 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관리를 통
합하고자 발전된 인터넷 표준 기술들과 관리 솔루

션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WBEM 은 다양한 형태

의 플랫폼과, 동일 플랫폼상의 여러 시스템 자원들

을 제어하고 감시하며 관리하는 DMTF 의 표준화 
기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WBEM 은 서로 다른 운
영체제와 장비들을 사용하는 이기종 시스템을 통합

하는데 사용되며, 통합 표준이었던 SNMP 나 CMIP
등 기존 관리 표준 모델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1, 20]. 
WBEM 은 1996 년 7 월 BMC software, Cisco 

Systems, Compaq, Intel, Microsoft 를 주축으로 하여 시
작되었다. 이들 그룹은 처음에는 WBEM 에서 필요

한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인 HMMP(HyperMedia 
Management Protocol)를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

다[28]. 그러나, HTTP 의 헤더를 단순히 확장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WBEM 이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로 사용하게 되었

으며, HMMP 프로토콜 개발 프로젝트는 도중에 폐
지되었다. 그 후, 이들 그룹은 DMTF 의 CIM 표준

을 WBEM 의 관리 정보를 표현하는 표준으로 정하

였으며, 1998 년 6 월에는 WBEM 의 창립멤버이었던 
그룹 모두 DMTF 의 보드 멤버로 가입하여 WBEM
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DMTF 에서 추진하는 것
으로 결정하게 되었다[21, 23]. 

WBEM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WBEM 클
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WBEM 서버가 있
어야 한다. WBEM 서버의 구성요소는 다른 관리 시
스템에서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다수의 WBEM 프
로바이더와 CIM 서버인 CIMOM(CIM Object 
Manager), 그리고 WBEM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
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18].  WBEM 클라이언트

는 대개는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표현되지만, 
WBEM 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WBEM 클라이언트는 프로바이더에게 직접 접
근할 수 없으며 반드시 프로바이더를 관리하며 상
호작용하는 CIMOM 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2 WBEM 의 표준 기술들 

 
WBEM 은 관리 데이터 모델인 CIM 표준 정보 

모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CIM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표준 기술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는 전송 프로토콜

로는 HTTP, CIM 데이터의 인코딩에는 XML 을 사

용하는 CIM-XML WBEM 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하려는 오픈 소스 WBEM 구
현물들과 WMI 는 모두 CIM-XML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4]. 

 
 

 
 
 
 
 
 
 
 
 
 

<그림 1> WBEM 표준 기술 관계도 
 
2.2.1 CIM 

 
CIM 은 객체 지향 방법으로 관리 정보를 표현

하는 것으로, DMTF 에서 발전시켜온 산업 표준이다. 
CIM 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모델을 하나의 
동일한 정보 모델로 표현하는 것이다. CIM 은 
DMTF 의 여러 표준 중 하나인 DEN(Directory 
Enabled Networks)에서도 사용되는 등 WBEM 에서만 
사용되는 표준이 아니다[23]. 

DMTF 에서 서로 협조하고 있던 기업체와 교육

기관들이 SNMP, DMI (Desktop Management Interface) 
등과 같은 표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원 정보를 
설명하는 방법에 관한 환경 독립적인 스키마 원형

을 발표하였다. 이 스키마의 핵심 구성 요소는 데이

터 기술 방법이었고, 이 데이터 기술 방법이 바로 
차후에 CIM 의 원형이 되었다.  

CIM 은 관리 대상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적 스
키마로서, 관리 대상 객체들은 시스템 자원의 표현

이며, 스키마는 이 객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에 대하여 일관된 데이터 기술 방법을 제
공한다. CIM 스키마에는 모든 관리 도메인에 적용

되는 하나의 핵심(Core) 모델과 특정 유형의 관리 
도메인(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

그램, 장치)에서 공통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공통

(Common) 모델로 구성된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스
키마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며, 확
장(Extension) 모델은 기본적으로 핵심/공통 모델로

부터 상속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기술에 
국한된 사항은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운영 체제에만 해당하는 확장 스키마

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CIM 의 핵심 모델은 여러 다른 형태의 시스템 

자원들을 정의하는 다수의 공통 모델에 의해 확장

된다. 공통 모델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스키

마, 시스템(System) 스키마, 장치(Device) 스키마 등
이 있으며, 공통 모델 스키마는 DMTF 에 의해 제공

되고 있다. CIM 이 핵심, 공통, 확장으로 계층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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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핵심 모델은 안정적 계층으로서, 공
통 모델은 DMTF 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계층으

로서, 확장 모델은 플랫폼 지향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2.2.2 HTTP 
 

HTTP 는 웹 서버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

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다. TCP 상위 계층에 존재

하기 때문에 TCP 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HTTP 는 request 와 response 라는 2 가지 형식

의 메시지를 사용하며, request 메시지 부분은 HTTP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메시지이며 response 메시지 
부분은 서버가 생성한 메시지이다. [그림 2]를 보면 
request / response 메시지가 WBEM 서버상에서 어떻

게 전달되는 지를 간략하게 도시화해 놓았다. 
WBEM 은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에게 CIM 정보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HTTP 의 확장 프레임

워크를 사용한다. 이는 CIM 정보를 위해서 HTTP 
헤더를 확장한 다수의 변형 형식을 DMTF 에서 정
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pecification for 
CIM operations over HTTP” 문서에는 어떻게 HTTP 를 
사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놓았다[5].  
 

 
<그림 2> Request / Response 흐름도 

 
2.2.3 XML 
 

XML 은 구조화된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XML 은 근본적으로는 SGML 의 일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SGML 에 비해 덜 복잡하며 
사용도 용이하다. XML 은 모든 정보 유형을 표현하

는데 있어서 사용자 자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XML 로 표현된 각각의 정보는 정보를 인코딩하

는데 필요한 규칙 및 제한사항을 정의한 DTD 
(Document Type Definition)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
다[7]. DTD 는 주로 XML 문서의 문법적인 에러를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WBEM 에서는 CIM 정보가 XML 형태로 인코딩 
되어 사용된다. XML 형태의 정보로 인코딩되기 때
문에 읽기 쉽고 다루기 용이하다. 만약 응용프로그

램이 XML 형태로 인코딩된 정보를 특정 형식으로 
브라우저로 나타내고 싶으면 XSL(XML Style-sheet 
Language)을 사용하여 화면에 표현할 수도 있다[29]. 
 

   2. 2.4 MOF 
 

MOF(Managed Object Format)은 관리 정보를 표
현하는 형식으로 DMTF 에서 정의하였다. MOF 는 
사실상 WBEM 표준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MOF 를 
사용하여 CIM 스키마를 표현한 다수의 WBEM 구
현물들이 존재한다[21]. MOF 가 CIM 정보를 표현하

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객체 포맷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OF 는 CIM 클래스나 객체

를 표현하는데 처음 사용이 되고 MOF 컴파일러를 
통하여 CIMOM 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새
로운 정보 형태를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2.3 WBEM 의 특성 
 

이번 절에서는 WBEM 시스템의 성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보안 및 WBEM 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다. 
 
2.3.1 WBEM 의 복잡성 
 

WBEM 은 질의 언어를 제공하는데 WQL 
(WBEM Query Language)라고 불리며 SQL 의 부분집

합이다. 이 질의 언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사용

이 되며 구동 시에 필요로 하는 객체의 집합을 구
체화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각각의 객체에 대해 
request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고 필요

로 하는 다수의 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질의어만을 
전달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질의 언어를 WBEM 서버가 지원해야 하기 때
문에 복잡성이 증가되지만,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WQL 은 4 단계 형태로 분류해 놓고 있다. 
즉 1 단계의 WQL 만을 사용하는 WBEM 서버는 서
버 자체의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4 단

계의 WQL 을 지원하는 WBEM 은 질의어의 복잡성

이 증대된다[21]. 
 WBEM 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XML 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XML 을 사용함

으로써 메시지 전달에 지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게 되지만, 바이너리 형태에 비해서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에게 더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이진형태의 메시지를 파싱하는 
것보다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를 파싱하는데 더 많
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3.2 WBEM 의 성능 

 

WBEM 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매우 
많다. 하지만 WBEM 은 모든 표준을 하나의 표준으

로 통일한다는 주 목적처럼 효율성보다는 일반론에 

Channel

Protocol

Encodings

Dispatcher

Providers Providers Providers 

Repository 

Channel

Protocol

Encodings

Aggregator

8.Transmit TCP
M

7.Form HTTP
R

6. Encode to XML

5. Aggregate Results

Outgoing Response

4. Dispatch Request

3. Decode from XML

1. Receive TCP

2. Process HTTP
 Request 

Incoming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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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WBEM 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소

는, encapsulation 오버헤드이다. WBEM 서버로의 
request 메시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XML 코드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효율성이나 
성능을 고려한 메시지 인코딩 방법이 아니라 오히

려 일반성이나 용이성을 고려한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XML 코드 형식의 메시지 요청은 XML 
인코딩과 관련된 Message 를 더 추가함으로써 네트

워크관련 오버헤드를 갖게 된다. 이 메시지는 또한 
IP 헤더, TCP 헤더 및 인코딩, 보안에 관련된 긴 메
시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증가된다.  

둘째, 통신과 관련된 요소가 WBEM 성능에 영
향을 미친다. WBEM 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해 메
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는 HTTP 의 기반인 
TCP 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음을 의미한다. 즉 연
결지향의 TCP 특성상 수신자가 메시지를 못 받았다

고 판단되면 송신자는 여러 번 같은 메시지를 수신

자에게 재 전송하는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WBEM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여러 표준 메시지를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

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WBEM 은 알려진 
모든 관리 표준을 하나로 묶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메시지 표준들도 CIM 형식

으로 변환해야 한다. 즉 이는 기존의 표준 메시지들

에 대한 처리 연산을 해 주어야 하며, 이는 WBEM
의 전체 성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이벤트 필터링이다. WBEM 클라이언트는 
이벤트를 수신 받고자 할 때에는 서버 측에서 
subscription 을 설정하며, 이 subscription 을 이벤트에 
대한 필터링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서버 측 자체내

에서 이벤트들을 필터링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
랙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클라

이언트 측에서 서버측으로부터 수신되는 이벤트들

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버측 이벤트 필터링에 대
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기
능들이 클라이언트 측에도 구현해 줘야 하는 단점

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WBEM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요소는 연관(Association)이다.  CIM 클래들과 인
스턴스들은 대량의 연관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 연
관은 관리 시스템관리에 있어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들 클래스나 인스턴스의 사용의 유연성을 제공하

지만, 연관에 해당하는 클래스나 인스턴스들의 변경, 
수정 등의 히스토리 관리에 있어 매우 큰 오버헤드

를 초래하게 된다.  
 

2.3.3 WBEM 의 보안 
 

WBEM 자체적으로는 보안 관련 메커니즘을 제
공하지는 않지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보안 정책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수준의 범위는 무 보안 상태부터 SHTTP 
(Secure HTTP)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얼마만큼의 
보안을 요구하는 가는 전적으로 시스템 사용자들에

게 달린 문제이다. 이 중 SSL 과 SHTTP 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하자.  

SSL(Secure Socket Layer)는 TCP 와 HTTP 사이의 
프로토콜이다. SSL 은 인증 외에 메시지 내용의 암
호화 기법도 제공한다. SSL 의 주요 요소는 SSL 
Record 프로토콜과 SSL Handshake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Handshake 프로토콜은 세션마다 사용자들

을 인증하기를 원할 때 사용되며, Record 프로토콜

은 network layer 을 보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하위 
단계의 프로토콜이다. WBEM 에서 SSL 을 선택했을 
시의 단점은 handshake 와 암호화 기법의 선택을 작
동 시작 시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다소 
긴 대기 시간이라 할 수 있다. 

SHTTP(Secure HTTP)는 HTTP 정보를 인코딩 하
고자 할 때 사용되며 HTTP 헤더에 SHTTP 전송이

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송수신 하게 된다. 
SHTTP 는 인코딩 수준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자세

를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각 세션마다 서로 다
른 인코딩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HTTP 가 제공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RSA, DSS, 
MD5, SHS, DES-CBC, RC2-CBC, DES-EDC-CBC 등의 
기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SHTTP 가 SSL 보다 더 강
력한 보안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WBEM 구현에 있
어서의 SHTTP 선택은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 알고

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자로부터 시스템을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SHTTP 의 
헤드 처리 및 크기 문제 등은 다른 보안 기법에 대
해 상대적으로 큰 오버헤드를 갖는 단점이 있다. 

 
2.3.4 CIM 의 Naming 
 

서로 다른 관리 표준들은 저마다의 객체에 대한 
Naming 을 갖고 있다. CIM 에서 사용되는 Naming 은 
객체화 될 수 있는 각각의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key) property 를 지니는 방법을 사용한다. 
Property 의 값은 해당 클래스의 여러 인스턴스를 구
분하는데 사용이 된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키 값 또한 상속이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키 값은 객체의 환경에 의존

적인 값으로 할당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클
래스 이름이 해당 컴퓨터의 이름과 연관되어 만들

어진 후, 다른 컴퓨터로 이동했을 때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할지라도, 키 값을 갖고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5 WBEM 의 장점 
 

WBEM 이 HMMP 를 선택하지 않고 HTTP 를 선
택함으로써, WBEM 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

으며 폭 넓게 퍼질 수 있었다. 또한 IT 산업계에 친
숙한 XML 을 사용함으로써, 그 속도는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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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관리 시스템과의 비교에 있어서 WBEM
의 가장 큰 이점은 WBEM 이 CIM 표준을 이용한다

는 점이다. 이 의미는 WBEM 이 모든 정보 모델을 
통합할 수 있는 CIM 모델을 도입 사용함으로써 다
른 모든 관리 시스템들을 단순히 프로바이더로 추
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정보 관리 시스템의 
호환성을 크게 증대 시켰다는 점이다.  
 

3. WBEM 구현물 상호 비교 분석 
 

이번 장에서는 4 개의 WBEM 공개 구현물인
WBEM Services, Pegasus, SNIA’s CIMOM, OpenWBEM
와 비공개 소스인 MS 의 WMI 을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서 일반적인 특징을 <표 1>를 사용

하여 나타내었고, 이에 해당되는 특징들은 각각의 
WBEM 구현물 분석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표 1) WBEM Implementations 비교 분석표 

 
SNIA’s 

CIMOM 
Pegasus WMI OpenWBEM 

WBEM 

Services

라이선스 

The SNIA 

Public 

License 

MIT open 

source 

license 

Microsoft 
BSD Style 

License 
(SISSL) v1.2

개발자 SNIA 
The Open 

Group 

Microsoft 

& EMC 

Caldera 

International, 

Inc 

Sun 

Microsystems, 

Inc 

언어 Java C++ unknown C++ Java 

기반 

운영체제 
Any 

Linux, 

AIX, 

HPUX, 

Windows 

Series 

Windows 

98, NT, 

2000, XP 

Linux, Caldera

Open Sun 

Solaris. 

FreeBSD and 

Mac OS 

Any 

이식성 Excellent Good Poor Good Excellent

문서화 
Developer’s 

Document 

API, 

Developer 

(not 

complete) 

Unknown API 
API, 

Developer

기능구현 Poor Good Unknown Very good Very good

활동 Poor Excellent unknown Poor Active 

공개소스 O O X O O 

Provider 
Inside API 

or SBLIM 
SBLIM 

Microsoft 

Standard 

Provider 

SBLIM Inside API

 
3.1 WBEM Services 

 
이번 절은 WBEM Services 의 CIMOM(CIM 

Object Manager), WBEM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보
안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3.1.1 WBEM Services 의 CIMOM 
 

WBEM 의 CIMOM 은 자바 언어로 구성되어 있
으며 플랫폼에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

록 되어있다.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API 를 사
용하여 request 하거나 관리 객체를 경신하고자 할 
때 CIMOM 은 CIM 저장소나 그 객체와 관련된 프
로바이더와 상호작용을 통해 클라이언트 request 에 

응답을 하게 된다. WBEM Services 의 CIMOM 은 하
나 이상의 플랫폼에서 구동되며, WBEM 클라이언트

가 CIMOM 에 접촉하고자 할 때는 CIMOM 의 참조

자를 얻게 된다. 그 후 클라이언트는 CIMOM 참조

자를 통해서 여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11]. 
CIMOM 은 문법적(syntactic), 의미적(semantic) 검

증도 실시하게 되는데, 문법적 검토는 세미콜론이나 
중괄호 등의 생략 같은 에러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

다. 의미적 검토는 프로그램의 논리적 오류를 찾는 
것을 말한다. WBEM services 의 CIMOM 은 근본적으

로 CIM 표준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 만약 클래스 A
가 키를 할당 받으면 클래스 B 에 의해서 키 값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3.1.2 WBEM Services 어플리케이션 
 

WBEM Services 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작
성을 위해서 CIM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객체들을 초기화시키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클
라이언트 API 를 사용하여 CIMOM 에게 객체들을 
전달할 수 있으며, CIM namespace, 클래스, 인스턴스

의 생성 및 제거 등의 WBEM operation 을 요청할 수 
있다[25]. 
 
3.1.3 WBEM Services 의 프로바이더 
 

WBEM Services 의 프로바이더는 MOF 형태의 파
일로 존재하게 된다. 이 파일은 CIM 에서 정의한 
스키마의 구현 관점에서의 표현이다. 프로바이더들

은 WBEM Services 가 제공하는 MOF 컴파일러에 의
해 CIMOM 에게 전달되며 이들 프로바이더가 프로

세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CPU 자원과 메모리 
등 시스템의 자원을 표현하는 클래스로 컴파일된다. 
그 후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들 프로바이더를 WBEM 
Services 가 제공하는 APIs 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1.4 WBEM Services 의 보안 
 

WBEM Services 의 CIMOM 은 사용자 로긴 정보

를 검증하는 보안 정책을 갖고 있다. 검증된 사용자 
만이 CIMOM 이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CIMOM 은 시스템 자원에 대해서

는 보안을 제공하지 않지만, CIMOM 은 사용자 기반

의 이름공간(Namespace)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WBEM Services 가 제공하는 보안에는 인증

(Authorization)과 재수행 보호(Replay Protection), 전자 
서명이 있다.재수행 보호는 클라이언트가 이전 클라

이언트가 사용했던 메시지를 복사하여 CIMOM 에게 
보내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CIMOM
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키를 사용하

게 되는데, 모든 클라이언트-서버 섹션간 이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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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 전자서명 보
안 정책은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
명 API 를 사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증은 사용자

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갖고 로그인하게 되
면 사용자는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CIMOM 에게 보
내게 된다. 사용자가 인증된 후에 CIMOM 은 사용

자와의 섹션을 설정한다. 그 후 모든 CIMOM 과 사
용자와의 통신은 이 섹션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3.1.5 WBEM Services 의 CIM WorkShop 
 

CIM WorkShop 은 WBEM Services 가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CIM WorkShop 를 사용

하여 사용자는 쉽게 클래스와 인스턴스등을 생성, 
제거, 수정할 수 있다. CIM Workshop 은 <그림 3> 
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

한다[31]. 
• 이름공간의 보기 및 선택 
• 이름공간 추가 및 삭제 
• 클래스 보기, 작성, 수정 및 삭제 
• 새 클래스에 등록정보, 한정자 및 메서드 

추가 및 삭제 

• 인스턴스 값 보기, 수정 및 삭제 

• 연관 순회 
• 메서드 실행 
• 문맥에 맞는 도움말 표시 
• WBEM 정보를 검색 및 표시하기 위해 질의

어(WQL) 질의를 제출하는 기능 
• 선택된 클래스에 대한 이벤트에 가입하고 

이벤트 정보를 표시 
 

 
<그림 3> CIM WorkShop 

 
3.2 Pegasus 
 

Pegasus 의 개략적인 구조는 <그림 4>와 같으며, 
DMTF 의 WBEM 표준을 참고하여 구현한 공개 소
스이다. TOG(The Open Group)가 주도적으로 이 공개 
소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24] 어플리케이션 관
리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Pegasus 는 

많은 기능들과 거대 서버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

로 연구되고 있다. 공개 소스이기 때문에 코드와 문
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MIT 소스 라이선

스를 따른다.  
 

 
<그림 4> Pegasus 의 구조 

 
3.2.1 Pegasus 의 특징 
 

Pegasus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 소스

이다. 코드와 문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Pegasu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The Open Group
에게 소스의 사용을 알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이식성이 좋다. 다중 플랫폼, 다중 운영체제, 
다중 컴파일러 등에 맞게 설계 구현되었기에, UNIX, 
Linux, Windows Series 등 플랫폼과 운영체제에 독립

적으로 사용된다. 셋째, 효율성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다. 이는 Pegasus 가 C++ 언어로 작성이 되었고 
실행 성능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표준기반이다. DMTF 의 CIM 과 CIM-XML 을 기반

으로 하였으며, The Open Group 은 DMTF 의 표준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 핵심 
기능들이 모듈화 되어있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객
체 브로커의 크기를 최소화하였으며, 플러그인 기능

을 도입하여 확작성을 크게 높였다[16, 17]. 
이 밖에도 Pegasus 는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다.  
• 프로바이더 
•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 
• 클라이언트 
• 저장소 
• 관리 서비스들 
• 프로토콜 어뎁터 
• 모듈화된 핵심 기능들 

 
3.2.2 Pegasus 의 CIMOM 
 

기본적으로 WBEM 의 CIMOM 은 CIM operation
을 처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IM 
operation 은 클래스, 객체, property 와 qualifier 등을 
생성, 수정, 제거 하는 연산들을 말한다. Pegasus 의 
CIMOM 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프로바이더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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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의 request 메시지를 프로바이더

에게 전달하는 기능 
• 관리 정보를 읽고 쓰는 권한 
• Association 을 관리하는 기능 
• WQL 언어의 사용 
• 문법적/의미적 에러 검사 
 

3.2.3 Pegasus 의 프로바이더 
 

Pegasus 의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는 CIMProvider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다. 이 클래스는 CIM operation
과 대응하는 각각의 메서드들을 지니고 있으며 
Pegasus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바이더 인터페

이스라 할 수 있다.  
  
Pegasus 는 프로바이더 관리자를 두고 있어서 여

러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프로바이더 관리자는 프로바이더에게 전달

되는 메시지를 프로바이더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능과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

를 다른 언어로 구현된 프로바이더와 매핑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와 같이

Pegasus 의 프로바이더는 SUN 및 Microsoft 의 시몬

과도 연동되는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5> Provider 의 호환성 

 
3.2.4 Pegasus 의 동향 
 

Pegasus 는 현재 기업체와 산업체로부터 가장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개 소스 프로젝트이다. 현재 
Pegasus 는 아래 <그림 6>과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

였으며 더 발전된 WBEM 소스를 구현하기 위해 연
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6> 현재 구현되어 있는 Pegasus 구성요소 

3.3 WMI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은 
MS 에서 구현한 WBEM 이다. WMI 는 <그림 7>과 
같이 개체 정의 저장에 관한 표준 메커니즘(CIM 에 
부합하는 개체 저장소), 관리 데이터 획득 및 배포

에 관한 표준 프로토콜(COM/DCOM, 다른 프로토콜

도 가능), 그리고 WMI 데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하
는 Win32®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DLL)로 구성된다. 
WMI 제공자는 CIM 스키마에 대해 인스트루먼테이

션 데이터를 공급한다[24]. 
 

Object Providers

WDM Kernel
Objects

SNMP
Objects

Other
Objects

Win32
ObjectsDMI Objects

CIM Object
Repository

CIM Object Manager

SNMP RPCWDM WIN32 Other

Management
Application

Microsoft
Management

Console (MMC)

Snap-in Snap-in

DCOMDCOM

WinMgmt.exe

 
<그림 7> WMI 구조 

 
3.3.1 WMI 의 CIMOM 
 

CIM 개체 관리자는 Microsoft 가 구현한 WBEM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WBEM 의 중심 목표는 
데이터를 통일된 형태로 표현하고 그 데이터를 
CIM 개체 저장소에서 개체 지향적으로 캡슐화하는 
것이며, CIM 개체 관리자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
는 관리 대상 개체에 대한 수집 및 조작 지점을 제
공한다. CIM 개체 관리자는 이들 관리 대상 개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조작을 간편하게 하는 편이성

을 제공한다. 
 
참고로, CIM 개체 관리자는 관리 정보에 직접 

액세스하지 않고 WMI 제공자가 리소스(관리 대상 
개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다음, 관리 응용 프로그

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WMI API 를 통해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서, CIM 개체 관리자는 WMI 에서 CIM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 

 

3.3.2 WMI 제공자 
 

WMI 제공자는 CIM 개체 관리자와 관리 대상 
개체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관리 응용 프로

그램이 CIM 저장소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
한 요청 또는 CIM 개체 관리자가 지원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CIM 개체 관리자에게 보내

면 CIM 개체 관리자는 그 요청을 WMI 제공자에게 
전달하고, WMI 제공자는 요청된 정보 또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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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공급하게 된다. 
타 공급 업체들도 WMI SDK 를 사용하여 특수

한 환경과 연관되는 관리 대상 개체와 상호 작용하

는 사용자 정의 제공자를 만들 수 있다. 
Microsoft WMI 기술이 SNMP, DMI, CMIP 와 같

은 기존의 관리 표준을 대체하거나 NDS 등과 같은 
독점적 또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된 프레임워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WMI 는 모든 소스의 데이

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지점을 제공함

으로써 이러한 기술들을 보완하고 있다. 이 통합 지
점은 어떠한 관리 응용 프로그램이라도 관리 대상 
엔터티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특정한 API 나 표준에 
독립적이 되게 함으로써 시스템 관리자가 로컬 또
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와 이벤트를 상호 연관시킬 수 있게 한다. 
 
3.3.3 WMI 보안 
 

WMI 보안은 Windows 2000 의 보안 기능을 사용

하여 로컬 컴퓨터 및 원격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의 
로그온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된 사용자에게는 전체 
공통 정보 모델(CIM) 스키마에 대한 일종의 통제된 
액세스가 허가된다. WMI 는 cimv2 와 같은 개별 이
름 공간 수준에서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보안을 확
립하며, 또한 WMI 는 일부 사용자는 읽기 전용 작
업만 허용되게 제한하는 등으로 스키마 작업에 대
한 전역적인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3.3.4 WMI 이벤트 처리 
 

이벤트 통지는 WMI 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

로서 구성 요소들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벤트/오류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벤

트는 다시 WMI 아키텍처를 거쳐 그 이벤트에 알맞

은 관리 구성 요소에 전달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WMI 에서 이벤트는 실 세계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전 정의된 조건에 대응하는 사건이거나(외부에서 
기인한 이벤트), CIM 저장소에서 발생한 변경에 대
응하는 사건이다(내부에서 기인한 이벤트). 이벤트

가 발생하면 이벤트 제공자가 CIM 개체 관리자에 
그것을 통지하고, CIM 개체 관리자는 그 통지를 등
록된 수신자(이벤트 소비자)들에게 배달한다. 이벤

트 소비자는 원하는 유형의 통지를 배달 받도록 
CIM 개체 관리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벤트 제공

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통지의 유형을 CIM 개체 관
리자에 등록할 수 있다. CIM 개체 관리는 이벤트 
소비자가 이벤트 공급자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
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등록된 소비자와 그 소
비자에게 통지를 공급해야 하는 제공자를 대응시키

고 해당 이벤트를 전달한다. 
 
이벤트 소비자는 이벤트와 통지가 어떻게 공급

되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통지를 전달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벤트 소비자는 필터를 지정함으로써 자신을 
등록하며, 필터는 WMI 쿼리 언어(WQL)를 사용하

여 만들어진다.  
 
3.3.5 WMI 쿼리 언어 
 

WMI 쿼리 언어(WMI Query Language, WQL)는 
이벤트 통지를 비롯한 WBEM 호환 기능들이 지원

되도록 구조적 쿼리 언어(SQL)의 변형시킨 것이다. 
소비자는 이벤트를 통지 받도록 등록할 때 이벤트

의 유형과 그 이벤트가 전달되길 원하는 조건을 정
의하는 쿼리를 지정하며, 관리자가 WQL 을 사용하

여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 네트워크 상의 특정한 구
성 요소에 관한 이벤트 통지 필터를 만들 수도 있
다.  
 
3.3.6 WMI 의 WDM 
 

Microsoft 는 커널 구성 요소의 인스트루먼테이

션을 위해 WDM 제공자를 개발하였는데 WDM 인
스트루먼테이션 구성 요소는 Windows 드라이버 모
델(WDM) 아키텍처의 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도 
폭 넓은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SCSI, NDIS 등과 같
은 다른 형식의 드라이버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WDM 제공자는 WDM 가능 드라이버들이 WMI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널 모드 구
성 요소에 대한 인터페이스이며 동시에 WDM 제공

자의 인터페이스 이기도 하다. WMI 은 WDM 제공

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발행하고 장치 설정을 구성

하고 다른 장치의 이벤트 통지를 공급한다. 
 

3.4 OpenWBEM 과 SNIA’s CIMOM 
 

현재 SNIA CIMOM 은 Release Version 이 없다. 
OpenWBEM 은 처음에는 Center7 주도하에 만들어진 
WBEM Implementation 으로서, 일반적으로 
OpenPegasus 보다 더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대부분의 CIM operation 을 지원한다. 이 
WBEM 구현물은 저장소 크기가 OpenPegasus 에 비
해 월등히 작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지만, 현재는 산
업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SBLIM(Standard 
Based Linux Instrumentation Manageability)은 
OpenPegasus, OpenWBEM, SNIA’s CIMOM 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SBLIM 의 SRI 의 경우 현재는 SNIA’s 
CIMOM 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SNIA’s 
CIMOM 는 2002 년 이후로 연구 활동이 부진하다.  

 
 

4. WBEM 벤치마킹 
 

OpenWBEM, Pegasus, WBEM Services 의 세 개의 
WBEM 구현물을 벤치마킹함으로써, WBEM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와 앞으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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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실험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OpenWBEM 과 Pegasus 의 성능비교는 Nortel Network
에서 벤치마킹 한 자료를 참고하였다.[2] 
 
4.1 WBEM 벤치마킹 조건 및 특징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Platform : RedHat 9.0 
• 100MB/s LAN 연결 
• CPU Speed – Pentium VI 1.6 GHz , 512 MB 

RAM size 
• WBEM client 와 WBEM server 가 같은 컴퓨

터에서 동작 
• WBEM client 와 WBEM server 가 다른 컴퓨

터에서 동작 
• Pegasus WBEM server version : release 2.3 
• OpenWBEM server version : release 3.0 
• WBEM Services server version : release 0.97 
 
벤치마킹의 가장 큰 목적은 CIM operations 들에 

대한 WBEM 서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벤치

마킹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4 가지 항목으로 분
류될 수 있다. 

 
(표 2) 벤치마킹 테스팅 대상 항목 

분류 CIM Operations 

Repository Repository 와 관계되는 CIM 클래스와 

인스턴스, property, association, 

qualifier operation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와 관계되는 CIM 인스턴

스, association, property, method 

호출 

질의어 관련 execQuery 

기타 프로세서 indication operations 

 
그러나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테스트 대상에는 

질의어와 내부 프로세서 테스팅은 제외된다. 그 이
유는 질의어의 경우, Pegasus 가 이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세서 indication 연산은 3 개의 오픈 
소스 WBEM 구현물들이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WBEM 벤치마킹 결과 
 

<그림 8>은 저장소 안의 클래스 수의 변화에 
따른 Pegasus 및 WBEM Services 의 Latency of 
Request 의 수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때, 각 클래

스가 보유한 instance 의 개수는 100 개로 property 와 
key 값은 각각 한 개로 제한하였다. 서버와 클라이

언트가 모두 동일 머신 상에 존재하며 HTTP 프로

토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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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일 연산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그림 8>을 살펴보면 동일 연산에 대해 Pegasus

가 WBEM Services 보다 우수함을 알 수가 있다. 실
제적으로 다른 모든 연산들에 대해서도 Pegasus 가 
WBEM Services 보다 우수한 성능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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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atency 벤치마킹 결과 

 
<그림 9>는 클래스의 개수가 1600 로 고정되어 

있을 때 클래스의 인스턴스 개수를 100 에서 500 개

로 변화 시켰을 경우의 Latency of Request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인스턴스의 개수

가 증가하면 WBEM Services 의 경우 request 의 처리 
수행 속도가 매우 느려짐을 알 수 있으며 Pegasus
의 경우는 WBEM Services 의 경우보다 가파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적인 측면

에서 C++구현된 Pegasus 가 자바로 구현된 WBEM 
Services 보다 성능면에서는 더 뛰어남을 나타내준다.  

OpenWBEM 과 Pegasus 의 비교에 있어서는 
OpenWBEM 이 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2]. 이러한 주 이유는 Pegasus 는 저장소를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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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축하였고, OpenWBEM 은 MOF 파일 형태로 저
장소를 구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
에도 일반적으로 OpenWBEM 이 Pegasus 보다 아키

텍쳐 구조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클래

스 생성에 관한 CIM operation 테스트 외에 다른 연
산들에 대한 테스트 역시 비슷한 형상을 보여준다.  
 

5. 결 론 
 

지금까지 WBEM 의 개요와 각각의 WBEM 구현

물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WBEM 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알게 된 점은, 오픈 
소스 WBEM 구현물의 성능이 그 구현 완성도보다

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었고, 또한 저장소의 구현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져 있는지가 성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었다.  
WBEM 구현물의 특징 및 장단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OpenPegasus 는 IBM, HP, EMC 등에 의해 
구현된 공개 소스 WBEM 으로써, 많은 활동이 이뤄

지고 있으며 산업체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고 있
다. 이 WBEM 의 이점은 저장소(Repository)가 XML
로 작성되어 디버깅이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XML
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매우 크며 다
수의 CIM operation 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

고 있다. OpenWBEM 은 처음에는 Center7 주도하에 
만들어진 WBEM 구현물으로서, 일반적으로 
OpenPegasus 보다 더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대부분의 CIM operation 을 지원한다. 이 
WBEM 구현물은 저장소 크기가 OpenPegasus 에 비
해 월등히 작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WBEM 
Services 는 SUN 에서 개발한 WBEM 구현물이며, 
SUN 에서는 WBEM SDK 을 제공하여 관리 응용프

로그램(Management Application)과 프로바이더를 작

성할 수 있다. 모든 플랫폼에서 구동될 수 있어 가
장 이상적인 WBEM 구현물이지만, 다른 WBEM 구
현물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구현될 WBEM 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WBEM 은 플랫폼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어
느 특정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모든 플랫폼 
독립적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WBEM 은 언어 중립

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C++이나 자바 
언어 등 잘 알려진 객체 언어들로 구현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언어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느 하나의 언
어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WBEM 은 표준 데이터 모델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정보모델인 CIM 을 WBEM
이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WBEM 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의 표준들을 
사용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의미는 기존의 여
러 정보 관리 모델들을 통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WBEM 은 간단하고 모듈화 되어야 한다. 앞서

서 설명한 바와 같이 WBEM 은 성능보다는 여러 

표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만큼, 효율성 보다는 간이성 및 모듈화에 더 큰 비
중을 두어야 한다.  WBEM 은 데이터 모델과 관련

된 모두 시스템 자원들을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
어야 하며 아주 작은 장치에서부터 규모가 매우 큰 
시스템에 이루기까지 모든 분산 환경과 관련된 자
원들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WBEM 은 DMTF 에서 정의한 CIM 
operations 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한 
WBEM 의 구성요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GUI 개발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WBEM 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 및 고려사항들은 계속해서 연구 개
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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