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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MON Agent 시스템은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에 하나씩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들을 수집, 분석하여 네트워크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

한 프로토콜별 또는 호스트별 패킷양에 대한 관리정보는 RMON 의 MIB 에 정의되어 있다. 

RMON Agent 시스템은 해당 네트워크상의 모든 패킷을 수집, 분석해야 하므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분실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개발

된 RMON Agent 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동적으로 RMON Agent 의 기능을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서론 

 
오늘날의 컴퓨팅은 네트워크를 제외하고서는 생

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예전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점점 대규모화 되어가는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환경은 점점 복잡해진 

반면, 상호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어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속성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의 방안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사용되던 SNMP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따라서 SNMP 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리시스템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 기존의 SNMP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각 Agent 가 탑재된 장비 자신의 처

리결과만을 보유하고 각 Agent 가 수집한 정보를 중

앙 매니저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중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앙 호

스트로 집중시키게 되므로 전체 네트워크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 방식을 해결하고자 나온 RMON Agent 시스

템은 중앙관리방식에 따르는 호스트 및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여주고, 한 네트워크 세그먼트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파악하게 해준다. 즉, 전체 발

생 트래픽, 세그먼트에 연결된 각 호스트의 트래픽, 

호스트간의 트래픽 발생현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MON Agent 가 관리해야 할 정보들은 

RMON MIB 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RMON 은 

MAC 계층 까지만 분석이 가능하므로 프로토콜별 

트래픽 또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어플리케이션

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RMON2 이다. 

RMON2 에 추가된 것은 프로토콜별 현황, 네트

워크 계층의 호스트별 트래픽 등이 있으며, 호스트

간의 트래픽양을 파악함으로써 프로토콜별, 어플리

케이션별 네트워크 트래픽 점유율을 알 수 있게 된

다[2]. 

그러나 이러한 RMON Agent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패킷을 수집, 분석해야 하므로 수집해야 

할 관리정보가 많은 경우, 모든 RMON 의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RMON 이 탑재된 장비 본래의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당 수만 개의 패킷이 전

송되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을 분실할 우려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분

실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트래픽 정보를 수

집하도록 RMON Agent 시스템을 경량화 하여 설계, 

구현하였다. 수집하는 관리정보는 RMON2 MIB 를 

기반으로 하며, 수집하는 정보는 RMON Agent 가 

탑재된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RMON Agent 시스템의 

패킷분석에 따른 로드를 최소화 하면서 패킷을 놓

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수집정보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한 RMON 관리정보를 설계

하였다. 

관리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가 빠르고 용이하

도록 메모리상에 관리정보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정보의 확장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정보

를 XML 데이터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전[1]에 개

발된 RMON Agent 의 성능향상 및 패킷분석모듈을 

플러그인형태로 모듈화하여 기능의 확장이 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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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2 장에서는 RMON Agent 가 관리해야 할 관리정

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3 장에서는 RMON 
Agent 관리정보에 대해서 기술하고, 4 장에서는 본 

RMON Agent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5 장에서는 구현한 RMON Agent 에 대해서 기술하

며, 6 장에서 간단한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 7 장에

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술한다.  

 

2. RMON Agent 관리정보 

 
RMON Agent 가 관리해야 할 관리정보는 RMON

의 MIB 와 RMON2 의 MIB 에 정의되어 있다. 

RMON 의 MIB 는 2 계층인 MAC 주소에 기반하여 

패킷을 분석 및 관리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향

상된 RMON2 의 MIB 에는 3 계층 이상 응용계층까

지의 호스트별 또는 프로토콜별 패킷을 분석 및 관

리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본 눈문에서는 관리자

가 이해하기 편리한 상위계층을 지원하는 RMON2
의 MIB 를 기반으로 하여 RMON Agent 를 구현하였

다. 

   RMON2 의 MIB 는 테이블 형태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그룹은 제어테이블과 데이터테이블로 구성

된다. 제어테이블은 RMON Agent 시스템이 수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 테이블에는 제어테이블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저장된다[3, 4]. 

RMON Agent 시스템이 수집, 관리하는 MIB 관
리정보 그룹은 다음과 같다. 

■ Protocol Dir Group : Agent 가 모니터링하고 

추가, 삭제, 구성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protocolDirTable 과 최종 갱신 시간을 나타내는 

protocolDirLastChange 로 구성된다. 

 

■ Protocol Distribution Group : 네트워크 세그먼

트에서의 프로토콜별 데이터 전송정보를 정의

한다. 프로토콜별 수집에 대해서 설정하는 제

어테이블인 protocolDistControlTable 과 이 테이

블에 의해서 수집된 통계정보를 저장하는 

protocolDistStatsTable 로 구성되어 있다. 

 

■ Address Map Group : 서브네트워크 상에서의 

각 호스트별 MAC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간의 

사상정보를 저장한다. 추가된 호스트와 삭제

된 호스트 수를 나타내는 addressMapInserts 와 

addressMapDeletes, 데이터수집에 대한 제어테

이블인 addressMapControlTable 과 이 제어테이

블에 의해서 수집된 주소사상정보를 저장하는 

addressMapEntry 가 있다. 

 

■ Network Layer Host Group : 각 호스트별 송

수신 정보에 대한 통계를 정의한다. 데이터 

수집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hlHostControlTable
과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는 nlHostTable 로 구

성된다. 또한 hlHostControlTable 은 Applic 
ation Layer Host 의 제어테이블로도 이용된다. 

■ Application Layer Host Group : 앞의 Netw 

ork Layer Host Group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만 프로토콜 별로 수집된다는 점이 다르다. 

hlHostControlTable 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는 

alHostTable 에 저장된다. 

 

■ Network Layer Matrix Group : 서브네트워크

상의 각 호스트별 송수신량에 대한 통계정보

를 저장한다. 수집 기능을 위한 제어테이블인 

hlMatrixControlTable 과 통계정보를 저장하는 

nlMatrixSDTable, nlMatrixDSTable 이 있다. 

 

■ Application Layer Matrix Group : 각 호스트별 

프로토콜별 전송 통계정보를 정의한다. 제어

테이블은 hlMatrixControlTable 을 사용하며, 통

계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alMatrixSDTable 과 

alMatrixDSTable 이 있다. 

 

그 외의 그룹들은 수집정보의 중복을 최소화 하

거나 Agent 의 로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함시키

지 않았다. 

 

3. RMON Agent 시스템의 관리정보 구조 
 

본 RMON Agent 시스템에서의 관리정보 데이터

는 중복을 최소화 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

계 되었으며 메모리상에서 유지하고 관리된다. <그

림 1> 은 RMON Agent 시스템에서 유지하는 관리

정보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a)>의 RmonTable 은 전체의 RMON 관

리정보를 위한 헤더테이블로 MIB 의 addressMap, 
nlHost, alHost 에 해당하는 포인터를 가지고, 관리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저장한다. 새로운 호스트 주소의 패킷이 수집되면 

새로운 RmonTable 항목이 생성되며, 주소의 값으로 

hash 된 값을 할당하여 중복을 피한다. <그림 1(b)>

는 Protocol Directory 그룹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프로토콜 별로 하나의 항목을 갖는다. <그림 1(d)>

는 Protocol Distribution 그룹을 나타내며 해당 프로

트콜에 대한 통계치 정보를 저장한다. <그림 1(c)>

는 Address Map 그룹을 나타낸다. amcTable 은 

RMON Agent 시스템이 모니터링 하는 네트워크 하

나당 하나의 항목을 갖는데, 본 RMON Agent 시스

템은 하나의 서브네트워크에서의 분석을 수행하므

로 하나의 항목만을 가진다. 

<그림 1(e)>는 Host 그룹에 대한 테이블로써 제

어테이블인 nlmcTable 과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인 

nlhTable 과 alhTable 로 이루어져 있다. nlhTable 은 

네트워크 주소에 기반 한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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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hTable 은 네트워크 주소와 트랜스포트 계층 정보

를 수집한다. <그림 1(f)>는 Matrix 그룹에 대한 정

보를 나타낸다. 제어테이블 역할을 하는 nlmcTable
과 두개의 nlmSDTable 과 almSDTable 이 있다. Host 

그룹과 마찬가지로 nlmSDTable 은 네트워크 주소기

반 정보를 수집하고 almSDTable 은 네트워크와 트랜

스포트, 응용계층의 정보를 수집한다. 두 개의 테

이블 모두 (송신자, 수신자) 순서로 인덱싱 되며, 

(수신자, 송신자) 순서로 인덱싱 되는 nlmDSTable
과 almDSTable 은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구현하지 않았다. 

 

 
<그림 1> RMON Agent 관리정보 데이터 구조 

 

4. RMON Agent 시스템의 설계 

 
이 장에서는 구현된 RMON Agent 시스템의 각 부

분별 설명을 한다. <그림 2>는 RMON Agent 시스

템 기반 네트워크 관리에서 RMON Manager 와 RMON 

Agent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RMON 

manager 는 관리자가 네트워크에 대하여 수집된 정

보를 조회하고 RMON Agent 를 제어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며 관리자가 RMON Manager 를 통하여 

RMON Agent 에게 제어명령을 내리게 된다. RMON 

Agent 시스템은 크게 요구분석모듈, 패킷수집모듈, 

Agent 관리모듈, 모듈 관리자, 관리정보 요청시 

XML 을 구성하는 XML 생성기 및 실제로 패킷을 

처리하는 플러그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RMON Agent 시스템의 구조 

 

4.1 RMON Manager 
RMON Manager 는 RMON Agent 가 수집한 네트

워크정보를 관리자가 모니터링 하고 RMON Agent
를 제어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Manager 의 주

요한 관리기능은 RMON Agent 가 수집하여 저장하

고 있는 관리정보의 요청, 각 플러그인모듈에 대한 

제어, 플러그인모듈 관리 등이 있다. 자세한 명령

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다시 논한다. RMON Manager

와 RMON Agent 시스템 사이의 통신은 관리자가 플

렛폼에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웹프로토콜(http)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4.2 RMON Agent 시스템 

 

4.2.1 요구분석모듈 

관리자는 RMON Manager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

해서 RMON Agent 에게 관리정보를 요청하거나 

RMON Agent 에 대한 제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요

구분석모듈이 HTTP 프로토콜에 대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ISAPI[5]를 사용하여 웹서버로부터 

HTTP 메시지를 넘겨받아 제어명령을 분석하여 

RMON Agent 관리모듈에게 제어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RMON Agent 관리모듈은 제어명령에 대한 

결과를 XML 형태로 요구분석모듈에게 응답메세지

를 전송하면 요구분석모듈은 요청된 HTTP 에 대한 

응답으로 XML 데이터를 RMON Manager 나 웹브라

우저에게 전달하고, RMON Manager 나 웹브라우저

에서 XSL 을 이용하여 HTML 로 변환하여 보여주게 

된다. 

struct NLHostControlEntry {      
  Integer nlhcIndex;  
  Data_Source nlhcDataSource;     
  Counter32 nlhcNlDroppedFrames;  
  Counter32 nlhcNlInserts;  
  Counter32 nlhcNlDeletes;  
  Integer nlhcNlMaxDesiredEntries;  
  Counter32 nlhcAlDroppedFrames;  
  Counter32 nlhcAlInserts;  
  Counter32 nlhcAlDeletes;  
  Integer nlhcAlMaxDesiredEntries;  
  Display_String nlhcOwner;  
  Row_Status nlhcStatus;  
} nlhcTable [MAX_NLHCEntry];  
 
struct NLHostEntry {  
  Time nlhTimeMark;  
  Counter32 nlhInPkts;  
  Counter32 nlhOutPkts;  
  Counter32 nlhInOctets;  
  Counter32 nlhOutOctets;  
  Counter32 nlhOutMacMonUnicast;  
  Time nlhCreateTime;  
  struct NLMatrixSDEntry *pNLM;  
} nlhTable[MAX_NLHEntry];  
 
struct AlHostEntry {  
  Time alhTimeMark;  
  Counter32 alhInPkts;  
  Counter32 alhOutPkts;  
  Counter32 alhInOctets;  
  Counter32 alhOutOctets;  
  Time alhCreateTime;  
  struct ALHostEntry *pALH;  
  struct ALMatrixSDEntry *pALM;  
} alhTable[MAX_ALHEntry];  

(e) Host 그룹  (f) Matrix 그룹  

struct NLMatrixcontrolEntry { 
  Integer nlmcIndex;  
  Data_Source nlmcDataSource;  
  Counter32 nlmcNlDroppedFrames; 
  Counter32 nlmcNlInserts;  
  Counter32 nlmcNlDeletes;  
  Integer nlmcNlMaxDesiredEntries; 
  Counter32 nlmcAlDroppedFrames; 
  Counter32 nlmcAlInserts;  
  Counter32 nlmcAlDeletes;  
  Integer nlmcAlMaxDesiredEntries; 
  Display_String nlmcOwner;  
  Row_Status nlmcStatus;  
} nlmcTable [MAX_NLHCEntry];  
 
 
struct NLMatrixSDEntry {  
  Time nlmSDTimeMark;  
  Net_Address nlmSDDestAddr;  
  Counter32 nlmSDPkts;  
  Counter32 nlmSDOctets;  
  Time nlmSDCreateTime;  
  struct NLMatrixSDEntry *pNLM;  
} nlmSDTable [MAX_NLMSDEntry];  
 
 
struct ALMatrixSDEntry {  
  Time almSDTimeMark;  
  Net_Address almSDDestAddr;  
  Counter32 almSDPkts;  
  Counter32 almSDOctets;  
  Time almSDCreateTime;  
  struct ALMatrixSDEntry *pALM;  
} almSDTable [MAX_ALMSDEntry];  

struct RMONEntry {  

    Net_Address        netAddr;  

    struct AMapEntry   *nlhEntry;  

    struct NLHostEntry *nlhEntry;  

    struct ALHostEntry *alhEntry;  

} RmonTable[MAX_RMONTable];  

TimeStamp pdirLastChange; 
struct PDirEntry {  
    Octet_String pdirID;  
    Octet_string pdirParameters; 
    Integer pdirLocalIndex;  
    Display_String pdirDesc;  
    Bits pdirType;  
    Integer pdirAddressMapConfig; 
    Integer pdirHostConfig;  
    Integer pdirMatrixConfig;  
    Display_String pdirOwner;  
    Row_Status pdirStatus;  
} pdTable[MAX_PDEntry];  Counter32 amInserts;  

Counter32 amDeletes;  

Integer amDesiredEntries;  

struct AMapControlEntry {  

    Integer amcIndex;  

    Data_Source amcDataSource;  

    Counter32 amcDroppedFrames;  

    Time amcCreateTime;  

    Display_String amcOwner;  

    Row_Status amcStatus;  

} amcTable[MAX_AMCEntry];  

 

struct AMapEntry {  

    Time amTimeMark;  

    Octets_String amPhysicalAddr;  

    Time amLastChange;  

} amTable[MAX_AMEntry];  

struct PdistControlEntry {  

    Integer pdcIndex;  

    Data_Source pdcDataSource;  

    Time pdsCreateTime;  

    Owner_String pdsOwner;  

    Row_Status pdsStatus;  

} pdcTable[MAX_PDCEntry];  

 

 

struct PDistStatsEntry {  

    Counter32 pdsPkts;  

    Counter32 pdsOctets;  

} pdsTable[MAX_PDSEntry];  

(a) RMON 데이터 헤더 구조  

(c) Address Map 그룹  (d) Protocol Distrubution 그룹  

(b) Protocol Directory 그룹  



 

KNOM Review, Vol. 7, No. 1, August 2004 59

4.2.2 패킷수집모듈 

패킷수집모듈은 네트워크상의 원시패킷을 수집

하여 Agent 관리모듈에 있는 패킷큐에 추가하는 역

할을 한다. 더미환경에서는 패킷을 스니핑하여 수

집하고 스위치환경에서는 미러링을 통하여 패킷을 

수집한다. 수집해야할 정보는 패킷의 헤더에 존재

하므로 헤더만을 수집하여 패킷큐에 저장하며 패킷

큐가 가득 찼을 경우에는 수집된 패킷을 폐기하게 

된다. 패킷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4.2.3 Agent 관리모듈 

Agent 관리모듈은 RMON Agent 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RMON Agent 의 효율성을 위하여 독립 스

레드로 동작하는 각 모듈에 대한 제어 

 ■ 패킷수집모듈에 의해서 큐에 적재된 패킷을 

모듈관리자를 통하여 각 플러그인모듈로 분

배 

 ■ 모듈관리자를 통하여 플러그인 모듈 제어 

 ■ 요구분석모듈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분

석하여 각 모듈별 제어를 수행하고 결과를 

요구분석모듈로 전송 

 ■ 관리정보를 주기적으로 디스크에 저장 

 

<표 1> 모듈관리자와 플러그인모듈 사이의 메시지 

 
4.2.4 모듈관리자 

모듈관리자는 패킷을 분석하고 관리정보를 수집 

하는 플러그인모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

다. Agent 관리모듈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플러그인

모듈에 전달하거나 패킷큐에 있는 패킷을 플러그인

모듈 내에 있는 큐에 추가한다. <표 1>은 모듈관리

자와 플러그인 모듈간의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4.2.5 XML 생성기 

XML 생성기는 각 플러그인 모듈이 관리하는 

관리정보를 넘겨받아서 XML 문서를 생성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해당 플러그인 모듈의 관리정보에 대

한 부분 XML 문서를 생성하여 넘겨준다. Agent 관
리모듈은 각 플러그인 모듈로부터 부분 XML 문서

를 넘겨받아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XML 문서를 생

성하여 디스크로 저장하거나 또는 요구분석모듈을 

통하여 RMON Manager 로 전송한다. <그림 3>은 생

성되는 XML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낸다. 

 

 
<그림 3> XML 데이터의 형식 

 

4.3 플러그인 모듈 

하나의 플러그인 모듈은 하나의 독립된 스레드

로 동작한다. RMON 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듈을 내부에 추가하여야 하나 새로 추가

될 때마다 RMON Agent 를 재구성하여 재시작 하여

야 한다. 이런 경우, 재시작 할 때에는 패킷을 손

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RMON Agent 의 재시작 

절차 없이 동적으로 추가 및 제거가 가능한 플러그

인 형태의 모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구성된 

플러그인 모듈은 RMON Agent 수행 중에 동적으로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관리

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러그인 모듈을 사

전 정의된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한 후 RMON 

Agent 수행 중에 제작된 플러그인 모듈을 추가하기

만 하면 RMON Agent 의 재시작 없이 바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 플러그인 모듈의 구조 

 

<그림 4>는 플러그인 모듈의 기본적인 구조를 

메 시 지 역        할 

InitModule 플러그인모듈 초기화 

StartModule 플러그인모듈 시작 

StopModule 플러그인모듈 일시정지 

CloseModule 플러그인모듈 종료 

AddPacket 패킷을 플러그인모듈에 추가 

GetData 관리정보데이터 요청 

SendMessage 사용자 정의 제어메시지 

<?xml version=”1.0”?>
<RMON2> 

<Thread id=0> 
  <addressMap><Address IP=”1.2.3.4” … /></addressMap> 
  <nlHost><Address IP=”1.2.3.4” … /></nlHost> 
  <nlMatrix><Source IP=”1.2.3.4” …><Dest IP=”1.2.3.5”

/></Source> … </nlMatrix> 
<alHost> 

<Source IP=”1.2.3.4” … > 
<Service Port=”80” … />  
…  

</Source>  
…  

</alHost> 
  <alMatrix> 

<Source IP=”1.2.3.4” … > 
<Service Port=”80” … >  
  <Dest IP=”1.2.3.5” … />  

…  
</Service> 

</Source>  
…  

 
</alMatrix> 

</Thread> 
</RM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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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플러그인 모듈은 <표 1>과 같은 메시지

를 통하여 모듈관리자와 통신을 한다. 플러그인 모

듈이 하는 역할은 모듈관리자로부터 패킷을 넘겨받

아 플러그인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큐에 패킷을 적

재하고 패킷분석모듈이 큐에서 원시패킷을 하나씩 

가져와서 분석한 후 관리정보 데이터를 구성하게 

된다. 큐에 있는 패킷은 Agent 관리모듈 상에 있는 

패킷큐에 적재되어 있는 원시패킷의 포인터만을 저

장하여 중복저장으로 인한 메모리 낭비를 방지하였

다.  

패킷분석모듈은 플러그인 모듈이 실제로 수행하

게 될 역할을 정의한다. 패킷분석모듈은 큐로부터 

원시패킷을 가져와서 관리자가 제공받기 원하는 형

태로 패킷헤더를 분석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렇게 분석된 정보를 관리자가 원하는 형식의 관리

정보로 구성하여 관리정보 데이터로 플러그인 모듈 

내부에 유지한다.  

플러그인 모듈은 분석된 패킷에 대한 관리정보 

데이터를 내부에 유지하고 있는데, 관리자로부터 

관리정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듈관리자는 플러그

인 모듈로 관리정보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플러그

인 모듈이 관리정보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플러그

인 모듈은 XML 형태로 관리정보를 구성하기 위하

여 내부에 유지되고 있던 관리정보 데이터를 XML  
생성기로 보낸다. 이렇게 생성된 부분 XML 문

서를 모듈관리자로 전송한다. 

 

4.4 제어메세지 

네트워크 관리자는 RMON Manager 를 통하여 

RMON Agent 가 수집한 네트워크정보를 모니터링 

하거나 RMON Agen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관

리자가 내린 제어명령은 RMON Manager 내의 관리

모듈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RMON Agent 내의 요구

분석모듈로 전달되고 RMON Agent 가 해당 제어명

령을 수행 후 결과를 전달받는다.  

RMON Manager 와 RMON Agent 사이의 제어명

령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SNMP

대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 해서 관리자는 

따로 제어프로그램을 둘 필요 없이 관리자가 어디

에 있던지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컴퓨터와 웹브라

우저만 있으면 네트워크를 관리 가능하다. 관리자

가 URL 을 전송하면 웹서버가 그 URL 을 전달받아

서 RMON Agent 제어 메시지인 경우 RMON ISAPI 
모듈을 통하여 요구분석모듈에 제어명령을 전달한

다. <그림 5>는 웹브라우저나 RMON Manager 를 통

하여 제어메세지를 처리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관리자가 수행가능한 제어명령어는 <표 2>와 같

다. InsertPlugin, UpdatePlugin 명령은 추가 또는 업

데이트될 플러그인모듈 DLL 파일이 사용자 데이터

에 추가되어 전송된다. 

 
<그림 5> HTTP URL 을 통한 제어메세지 처리 

 

SendMessage 는 RMON Agent 와 Manager 사이의 기

본 제어명령 이외에 각 플러그인모듈 작성자가 확

장한 제어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플러그인모듈로 추가된 침입탐지모듈의 경우 

패킷을 분류하기 위한 필터링 구문이 필요하다. 이

런 경우, 필터링 구문을 사용자 데이터에 넣어서 

보내면 된다. 

 

<표 2> 제어명령어 

 

4.5 큐잉 메커니즘 

RMON Agent 의 큐는 Agent 관리모듈상의 패킷

큐와 각 플러그인모듈 내에 존재하는 참조큐 두 부

분으로 나뉜다. 패킷큐는 수집된 원시패킷의 헤더

부분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리고 플러

그인모듈 내에는 이 패킷큐에 존재하는 실제 데이

터에 대한 참조만이 플러그인모듈 내부의 참조큐에 

저장된다. RMON Agent 의 구동시에 패킷분석모듈

의 스레드 수 및 참조큐의 크기를 지정한다. 그래

서 패킷큐의 크기는 참조큐의 크기와 패킷분석모듈

의 스레드 수를 곱한 크기만큼 생성이 된다. 두 큐

는 모두 환형큐 형태를 가지며 환형큐의 큐잉 메커

니즘을 따른다. 큐잉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스레

드로 패킷수집스레드와 패킷분배스레드가 있는데, 

패킷수집스레드는 패킷수집모듈내에 위치하여 패킷

을 수집하여 Agent 관리모듈내의 패킷큐에 패킷을 

적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패킷분배스레드는 적재

된 패킷을 각 플러그인모듈 내에 존재하는 참조큐

에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스레드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패킷큐에 패킷이 없으면 자동적

으로 패킷분배스레드는 일시정지상태로 들어가고 

패킷수집스레드가 새로운 패킷을 수집하여 패킷큐

에 적재하였을 때 자동으로 깨어나서 계속 분배를 

수행한다. 

명 령 어 설           명 

GetConfiguration 플러그인모듈 정보 요청 

GetData 관리정보 요청 

InsertPlugin 플러그인모듈 추가 

DeletePlugin 플러그인모듈 삭제 

UpdatePlugin 플러그인모듈 업데이트 

SendMessage 사용자정의 제어명령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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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MON Agent 시스템의 구현  
 

RMON Agent 시스템 및 RMON Manger 는 

Windows XP 기반의 Visual C++을 이용하여 구현되

었다. 그리고 패킷 수집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Winpcap[6]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수집된 관리정보를 웹브라우저로 요청한 화면이다.    

XML 문서의 생성모듈은 이전[1]에 개발된 

RMON Agent 의 XML 생성시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Microsoft XML 파서[7] 대신 표준 C 라이브러리함

수를 사용하여 저수준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여 

XML 파일을 생성하였다. 

본 RMON Agent 시스템은 동적으로 플러그인모

듈의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상의 호스트들에 대해 포트스캐닝을 수행

하는 간단한 포트 스캐너의 기능을 RMON agnent 시

스템에 추가하였다. <그림 7>은 추가된 포트스캔감

시모듈의 동작 화면이다. 

 

 
<그림 6> 웹브라우저를 통한 관리정보 조회. 

 

 
<그림 7> 포트스캔감시모듈의 동작. 

 

6. 성능평가 
 

구현된 RMON Agent 에 대하여 간단한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RMON Agent 의 테스트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Pentium4 1.7Mhz, 512M 메모리를 

가진다. 

 

2 분동안 10Mbps 와 100Mbps 에 대하여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패킷의 생성은 대용량 패킷의 생성

을 위하여 FTP 전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호스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임의의 소스 IP 및 목적지 

IP 와 포트를 가지는 패킷을 생성하는 패킷생성기를 

이용하였다. RMON Agent 가 패킷을 분석시 사용한 

자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자원이용율 

Network Drop Cpu% Mem% 
Network

사용율

10Mbps 0 5~10% 8900Kb 90% 

100Mbps 0 10~20% 9800Kb 70%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레드 개수별 RMON 
Agent 의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2 분동안 100Mbps
에서 70%내외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지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시에 스레드의 개수별 큐에 최대로 쌓
이는 패킷의 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8>은 분석시의 
네트워크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9>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상태에서 스레드의 개수별로 큐잉되

는 패킷의 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림 8> 네트워크 상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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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레드 별 최대 큐 사이즈. 

 
XML 생성시의 CPU 사용율의 증가율은 3%내외

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큐에 패킷이 가장 많

이 적재되는 순간을 측정한 MaxQ 값은 네트워크 

대역폭 마다 다르지만 프로그램의 구동시에 큐사이

즈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부하에 맞추어

서 큐사이즈를 조정해 준다면 패킷 손실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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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메모리 점유율은 10Mbyte 이내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크기 차이가 없었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패킷 분실

을 최소화 하면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경량 RMON Agent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본 RMON Agent 는 패킷 분석도중 분실되

는 패킷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킷수집모듈, 패킷

분석모듈, MIB 데이터 생성모듈을 모두 분리하여 

각각의 스레드로 처리하였고, 네트워크 및 하드웨

어의 성능에 따라서 패킷분석 및 저장모듈의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패킷분석모듈은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하여 동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빠른 처리를 위하여 

메모리 상에 유지하도록 하였다.  

RMON Agent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패

킷을 수집,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네

트워크에 대한 이상 징후나 침입에 대한 탐지기능

을 제공한다.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

로 동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므로 확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현재 구현된 RMON Agent 시스템을 네트워

크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

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RMON 관리

정보에 대한 확장과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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