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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의 목적은 수중통신 망 관리 시스템 개요와 활용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이 서비
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중통신, 수중 장치의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
항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 문서는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UWASN) 환경에서 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
요와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다.
- 수중 망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능
- 수중 망 관리 시스템에 요구되는 요소
- 수중 망 관리 시스템을 위한 일반적 그리고 기능적 요구사항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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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introduce network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some services of underwater network system based on underwater
environments and define the requirements for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management systems.
2 Summary
This standard document provides the overview and requirements of a network
management system in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UWASN) environment.
It specifies the following:
- Functions which support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 Entities required for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 Gener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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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수중 네트워크 및 수면 게이트웨이

2 인용 표준
해당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수중 음파 통신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수중 환경에서 물을 매개체로 하는 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다.
3.2 수중 음파 응용 계층 (Underwater Acoustic Application layer)
수중에서 음파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응용 계층이다.
3.3 수중 게이트웨이 (Underwater Gateway)
수중에서 이종의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기능을 갖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수중 장치다. 수중에서의 위치 이동성에 따라 위치가 앵커 등으로 고정된 수중
게이트웨이를 고정 수중 게이트웨이, 자율 무인잠수정에 탑재된 수면 게이트웨이와 같이
위치 이동성을 갖는 수중 게이트웨이를 이동 수중 게이트웨이라 정의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중 게이트웨이는 수중 장치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3.4 수중 노드 (Underwater Node)
해양 환경의 각종 데이터를 감지하고 수집하여 수중 싱크 노드로 전달하고, 수중 싱크
노드로부터 전송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중 장치이다.

4 약어
AUV

자율 무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CP

통신 규약(Communication Protocol)

DMD

장치 관리 데이터베이스(Device Management Datab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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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PSC

오류, 구성, 계정, 성능, 보안 및 제한 관리(Fault, Configuration,
Accounting, Performance, Security and Constrained managements)

MA

관리 응용(Managed Application)

MIB

관리 정보 베이스(Management Information Base)

MO

관리 대상 객체(Managed Object)

OID

객체 식별자(Object Identifiers)

OS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SAPP

시스템 응용(System Application)

U-NMS

수중 망 관리 시스템(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UUV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WA-APP

수중 음파 응용 계층(Underwater Acoustic Application layer)

UWA-CH

수중 음파 클러스터 헤드(Underwater Acoustic Cluster Head)

UWA-GW

수중 음파 게이트웨이(Underwater Acoustic Gateway)

UWA-SNode

수중 음파 센서 노드(Underwater Acoustic Sensor Node)

UWASN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5 U-NMS 개요
5.1 소개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UWASN,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는 지상파 네
트워크의 운영 환경과 비교하면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된다. 그러므로 UWASN은 수중 환
경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처리하고 보완하기 위해 효율적인 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
며, 이러한 시스템을 ‘수중 망 관리 시스템(U-NMS,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에 표시한 것처럼, U-NMS는 수중 음파 응용 계
층(UWA-APP, Underwater Acoustic Application layer)에 해당하는 모듈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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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중 음파 응용 계층(UWA-APP)에 있는 U-NMS

5.2 U-NMS의 정의
U-NMS는 관리자가 수중 망의 모든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제어할 수 있도록 허
락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모음을 뜻한다. U-NMS에 의해 수행되는 운영은 다음
과 같다.
― 수중 망 환경 설정
― 구성요소의 성능 모니터링
― 트래픽 식별 및 제어
― 장치의 오작동, 공격 등과 같은 문제 처리
5.3 U-NMS의 필요성
U-NMS의 주요 목적은 수중 네트워크 시스템과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생성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신지에 전송 및 수신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6. U-NMS 구성요소
6.1 수중 망과 관리 스테이션
관리 스테이션은 수중 망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공유 시스템
으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DMD(장치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 작업은 데이터 분석, 오류 식별과 복구 등이 있다.
관리 스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모듈을 포함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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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치 관리 데이터베이스(DMD)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주요 저장소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정보는 DMD에서 모이고 저장된다.
2. 객체 식별자(OID)는 고유 식별자를 관리 정보 베이스(MIB) 계층에 있는 각각의 관리
대상 객체(MO)에게 제공한다.
3. 관리 정보 베이스(MIB)는 관리 대상 객체(MO)의 수집을 포함하며, 수중 환경에서 장
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4. 관리 대상 객체(MO)는 U-NMS에서 장치 간의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
5. 관리 응용(MA)은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를 위해 U-NMS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이
다.
6. 통신 규약(CP)은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 사이에서 통신을 제어하는데 사
용되는 표준이다.
7. 운영체제(OS)는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와 다른 자원을 다루기 위해 서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다.
8. 통신 모듈은 U-NMS에서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통신, 음파 통신 등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9. 시스템 응용(SAPP)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 애플리케이션이다.
10. 데이터값은 MIB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의 값의 목록이다.
(그림 6-1)은 관리 스테이션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6-1) 관리 스테이션

6.2 U-NMS 에이전트
U-NMS에서 에이전트는 수중에 설치된 장치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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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테이션이 UUV, UWA-CH, UWA-GW, UWA-SNode 등과 같은 장치를 관리하도록
허락한다.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로컬에서 정보 저장
― 수집된 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
― 각각의 노드에 대한 상태 정보 제공
― 관리자의 요구에 따른 응답 제공(에이전트가 이미 보낸 패킷의 수 등)

(그림 6-2) U-NMS 에이전트 구조

(그림 6-2)는 수중에 있는 다양한 장치의 에이전트 구조를 보여준다. U-NMS는 UUV,
UWA-CH, UWA-GW, UWA-SNode 그리고 관리 스테이션과 같은 장치로 구성되며, 각
각의 장치는 마스터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 그리고 프락시 에이전트와 같은 다양한 에
이전트 유형으로 설치된다.
<표 6-1> U-NMS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치의 에이전트 유형
Devices

Agents

UUV

Installed with master agent

UWA-CH

Installed with master agent

UWA-GW

Installed with proxy agent

UWA-SNode

Installed with subagent

Management station

Installed with manager

6.2.1 에이전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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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마스터 에이전트
마스터 에이전트는 UUVs, UWA-CHs와 같은 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며, 서브 에이전
트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프락시 에이전트를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할 것이다.
6.2.1.2 서브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는 환경 또는 다른 센서 노드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수집된 데이
터를 마스터 에이전트에게 넘겨줄 수 있다.
6.2.1.3 프락시 에이전트
프락시 에이전트는 UWA-GWs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UUVs
와 관리 스테이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따라서 U-NMS에서 프락시 에이전
트는 마스터 에이전트에서 관리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6.2.2 에이전트 엘리먼트
그림 6-3은 U-NMS에서 에이전트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6-3) 에이전트 구성요소

― 관리 정보 베이스(MIB) - 수중 환경에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며, 관리 대상 객체(MOs)와 객체 식별자(OIDs)의 수집을 포함한다.
― 관리 대상 객체(MOs) - 관리 시스템의 해당 값을 부여한다.
― 객체 식별자(OIDs) - 각각의 대상을 위한 고유번호이다.
―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관리를 위해 각 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다.
6.3 관리 정보 베이스(MIB)
MIB은 관리 대상 객체(MOs)의 모음이며, 수중 환경에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관리를 위
해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MIB은 에이전트와 관리자로 알려져 있으며,
UUV, UWA-CH, UWA-GW 그리고 UWA-SNode 등과 같은 장치는 개별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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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으로 구성된다. MOs는 MIB의 구성요소이며, 또한 MO는 OID와 값으로 구성된다.
(그림 6-4)는 다양한 장치의 MIB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6-4) 다양한 장치의 MIB

6.4 관리 요소
(그림 6-5)는 U-NMS에서 관리되고 있는 요소를 보여준다. 관리 요소들은 에이전트 소
프트웨어로 설치된 장치이며, 수중 장치를 적절하게 감시하며 제어한다. 관리 요소는
MIB으로 구성되며, 데이터는 각 장치의 MI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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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관리 요소

6.5 관리 프로토콜
(그림 6-6)은 관리 프로토콜 구조를 보여준다. U-NMS에서 관리 프로토콜은 에이전트와
관리 스테이션 간에 통신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표준으로 U-NMS와 관리 요소 간에 운
영된다. U-NMS는 관리 요소에 질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하여 응답을 받
을 수 있다. 이때 에이전트들은 정보를 U-NMS로 전달하기 위해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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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U-NMS의 관리 프로토콜

U-NMS 프로토콜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Get-Request : 특정 데이터를 에이전트에게 요청할 때 사용되며, 관리자로부터 이용
된다.
― Get-Response : 요청된 메시지에 대해 상응하는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에
이전트에 의해 이용된다.
― Set-Request : 에이전트에서 MO값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다.
― Set-Response : 관리자에게 수정된 값의 변화를 보고한다.
― Trap : 에이전트에 의해 이용되는 메시지로, 만약 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7. U-NMS 요구사항
7.1 U-NMS 제약 요구사항
U-NMS에 관한 제약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1> U-NMS의 제약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

설명
수중 애플리케이션에서 UUV, UWA-CH, UWA-SNode 등과 같은

위치표시 지원

이동체들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져
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드의 위치를 찾기 위해 위치표시
가 사용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확장성

네트워크 확장성은 장치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크
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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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관리는 제한된 장치와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해 이용될 것
계층적 관리

이다. 따라서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확장성과 견고성을 위해 계층
적 관리는 필요하다.
몇몇 장치가 오프라인 상태일 때,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자동 재동기화

자동 재동기화는 구성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데 이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시적인 커버리지를 만들 것이다.

접속할 수 없는 장치에 대한
링크 지원

통지
자가 조작

위치 인식

장치 링크는 전송 손실 또는 전송 대기를 근거로 확인된다. 슬립
모드를 이용 시 전체 네트워크는 장기간 접속이 끊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접속할 수 없는 장치를 위한 링크 지원이 필요하다.
제한된 환경에서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장치는 알
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통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오류가 장치에 발생했을 경우, 장치는 자가 조작 기능(자
기 리셋, 자율 구성 등)을 사용할 것이다.
제한된 망에서 위치 인식은 망의 상태를 인식하고, 망에 대한 정
보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장치 복구 메커니즘

제한된 장치는 개별적인 복구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

망 복구 메커니즘

제한된 망은 중추적인 수중 망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수동적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동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와 장치에 대한 정보를 모
니터하고 수집한 후, 처리 분석을 거친다.
만약 망 혹은 장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수중에서 중심

반응 모니터링 메커니즘

이 되는 관리자는 반응 모니터링 메커니즘, 즉 몇몇의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가 모니터링
네트워크 상태
에너지 상태
장치 자원 이용 가능성 점검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자가 치유 메커니즘은 오류로부터 쉬운 복
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망의 연결 및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데 사용되
어야 한다.
이 기능은 각각의 장치가 평균 배터리 사용 및 현재 배터리의 수
준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배터리, 메모리, 소비 전력 등과 같은 개별 기기의 사
용 가능한 자원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갑작스러운 오류 확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수중 장치 상태

야 한다. 예로 들면, 만약 어떤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근처의 노드는 노드의 상태를 알릴 필요가 있다.

수중 망 재구성

네트워크에서 노드 고장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층적 망
의 재구성은 U-NMS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메커니즘을 삽입한다면, 프로토콜의 확장성이 요구될

프로토콜 지원 확장성

것이다. 상호운용성과 다수의 장치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전 포맷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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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압축

로컬 복구 메커니즘
계층적 복구 메커니즘

데이터 압축 기술은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능은 자체 메커니즘으로 각 장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
용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U-NMS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복구를 위해 네트워
크 관리 스테이션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만약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메

중앙 복구 메커니즘

커니즘은 전체 망의 회복을 위해 마스터 에이전트의 주도로 사용
되어야 한다.

이벤트 로그 지원

이벤트에 관한 로그는 U-NMS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한계를 대비할 때 오류 관리를 지원 할 수 있다.

7.2 U-NMS 일반 요구사항
U-NMS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2> U-NMS의 일반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관리자 콘솔

관리 스테이션

설명
U-NMS에서 관리자 콘솔은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장치는 수중
망의 전체 기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U-NMS에서 관리 스테이션은 DMD, MOs, OID 그리고 애플리케
이션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U-NMS에서 DMD(장치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저장하기

DMD

위한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DMD는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관리 요소
사용자

에이전트로 설치되는 장치이다. 게이트웨이, 노드 등이 있으며,
개별 기기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장치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통신을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관리 절차를 위해

에이전트

각각의 장치에 사용되어야 한다. 각 장치와의 통신은 오직 에이
전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관리 프로토콜
MIB
서비스 제공자
전력 관리 시스템

U-NMS에서 관리 프로토콜은 규약이며, 에이전트와 관리 스테이
션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U-NMS에서 MIB은 MOs의 모음이며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하고, 개별 장치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U-NMS를 위한 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해
야 한다.
전력 관리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제어하는 데 사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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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S에서 MOs는 장치와 통신을 할 장치의 드라이버 역할을

MOs

한다.
U-NMS에서 확장성은 수중 장치의 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확장성

하며, 어떠한 네트워크 크기와 위상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적시성은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적시성

U-NMS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U-NMS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게 가격이

비용성

적당해야 한다.
적합성은 수중에서 각 장치의 적합한 운영을 위해 요구되어야 한

적합성

다.

지원성

U-NMS는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운영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U-NMS에서 보안은 인증, 권한, 완전성 그리고 기밀성을 지원하

보안

는 것이어야 한다.
U-NMS에서 배치는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진

배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요구되어야 한다.

7.3 U-NMS 기능 요구사항
U-NMS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3> U-NMS의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FCAPSC
오류 관리

설명
U-NMS에서 FCAPSC는 수중 환경에서 각 장치의 탄탄한 관리를
위해 요구되어야 한다.
U-NMS에서 오류 관리는 오류 검출, 분리 및 정정과 같은 기능
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유형은 에이전트로부터 관리자에게 오류를 알리기 위해

오류 발생

보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알람 발생은 U-NMS에서 오류를 확인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오류 위치 및 유형 확인
오류 정정

구성 관리

장치의 구성

운영

이 기능은 오류의 위치와 유형을 확인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원 시스템의 오류, 네트워크 서비스의 오류가 있다.
이 기능은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U-NMS에서 구성 관리는 U-NMS에서 재구성, 변화 탐지 및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요구되어야 한다.
장치의 구성은 그들 간에 연결을 만들며, 관리자로부터 에이전트
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요구되어야 한다.
U-NMS는 수중에서 장치의 관리를 위해 GET, SET, TRAP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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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관리는 수중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각각
계정 관리

사용자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되어야 한
다.

장치의 발견
보안 관리

U-NMS 조력자는 URL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 혹은 관리 장치를
부팅시키는 다른 방법을 위해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그리고 기밀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 권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대상

관리 권한

에 접근하려고 할 때,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시간 동기화

주소 관리

성능 관리

제한 관리
데이터 전달
대상의 관리

U-NMS에서 시간 동기화는 수중에서 각 장치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각각의 장치는 DMD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개별적 주소를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주소 관리는 식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시스템의 메모리 성능, 저장 용량, 프로세
서 성능 그리고 운영 시스템 성능을 제어하도록 요구된다.
U-NMS 제한 관리는 수중의 제한된 환경을 다루고, 적합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U-NMS는 한쪽 노드에서 다른 쪽 노드 사이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전달 기술을 요구할 것이다.
시스템 안에서 장치와 각 장치의 속성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U-NMS는 에너지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장치 에너지 매개변수

에너지 상태 모니터링

및 에너지 이용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드러내도록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배터리 수준과 평균 소비 전력이 있다.
U-NMS는 라우팅, 트래픽 제어, 이름 관리 등을 관리 할 것이며,

네트워크 관리

관리자와 수중 에이전트를 지원한다. 특별히 에이전트는 각각 수
중 장치에서 개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식

에너지 사용관리

인터페이스 지원

상호운용성 지원

U-NMS에서 통신 프로토콜은 부분 망의 발견을 위해 사용될 것
이다.
에너지 사용관리는 슬립모드에서 미사용된 노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전력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U-NMS 조력자는 관리 정보 베이스 트리를 처리하기 위해 인터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다.
U-NMS에서 상호운용성은 이종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될 것이다.

8. U-NMS 기능
UWASN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툴을 이용하는데, 사람 운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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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수중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U-NMS 기능은 오류
관리(fault management), 구성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계정 관리(accounting
management), 성능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보안 관리(security managemen
t), 제한 관리(constrained management)를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U-NMS 기능 내 FCAP
SC는 (그림 8-1)과 같다.

(그림 8-1) U-NMS의 기능

8.1 U-NMS 오류 관리
U-NMS 오류 관리의 주요 목적은 UWASN에서의 오류와 비정상적인 작동을 알리는 것이
다. U-NMS 오류 관리 기능은 오류 일지의 조사와 관리, 알림에 대한 응답, 오류의 발
견, 진단 테스트 수행 그리고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U-NMS 오류 관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문제 확인: 만약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U-NMS
오류 관리는 장치 문제, 배터리 문제, 네트워크 문제 등과 같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
류의 형태를 발견한다.
- 문제 분리: U-NMS에 나타나는 장치 문제, 배터리 문제, 네트워크 문제와 같은 오류의
소스가 확인된다.
- 문제 해결: 확인된 문제는 문제에 따라 해결되거나 수정된다.
수중 망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U-NMS에서 문제 확인 및 해결 그리고
오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처리에 속한다. U-NMS의 개별적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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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크기 증가 및 예측 불가능성, 그리
고 다양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구
성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다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간의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정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오류 관리는 U-NMS에서 오류의 서비스 설계 및 설치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8-2) U-NMS 오류 관리

(그림 8-2)는 어떻게 U-NMS 오류 관리가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수중 망으로부터 수신
된 오류 통지 데이터는 처리되고, 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 전환된다.
필터는 동적 데이터 처리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검
사하는 데 사용되며, 파싱은 쉬운 통신을 위해 데이터의 비슷한 형태를 그룹으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
8.2 U-NMS 구성 관리
U-NMS 구성 관리의 주요한 목적은 수중 망 시스템 사이의 구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UWASN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서 발
생하는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U-NMS 구성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다
루어진다. U-NMS 구성 관리를 위해 사용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 재구성
- 변화 탐지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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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U-NMS 계정 관리
U-NMS에서 모든 사용자는 파일을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스페이스를 가
지고 있다. U-NMS 계정 관리의 주요 목적으로는 수중 망 시스템이 각각의 사용자에 의
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정 관리는 사용자 간에 공정한
자원 공유를 제공한다.
8.4 U-NMS 성능 관리
U-NMS 성능 관리는 U-NMS의 구성요소와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을 계산, 기록 및 관리
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U-NMS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성능 관리의
주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U-NMS의 성능을 유지하고 모
니터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강건한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장치의 성능
관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확인 및 수집, 데이터의 명확
화, 그리고 데이터의 분배와 분석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이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 및 성능 관리의 기능은 처리율, 사용 퍼센트, 응답 시간, 활동 기록 보고 검사, 통
계 데이터 수집, 요소 성능 및 완전한 성능 보고 그래프 생성을 포함한다.
8.5 U-NMS 보안 관리
U-NMS는 UWASN의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를 보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U-NMS 보안 관리의 주요 목적은 자원에 접근 및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떤 다른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공격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요한 데이터의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구성된 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오직 권한을 부여받은 사
용자들만이 UWASN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 관리
는 사용자 인증, 제어 접근, 기밀성, 허가, 감시 및 백업의 기능이 있다.
8.6 U-NMS 제한 관리
U-NMS 제한 관리의 주요 목적은 UWASN의 제한된 환경을 다루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상망과는 차별화된 U-NMS의 고유한 기능이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대한 시스템 측면의 구성과 구현, 실험이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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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U-NMS에서 제한된 관리

(그림 8-3)은 U-NMS의 제한된 관리를 보여주며, 제한 관리는 제한된 망 관리 및 제한
된 장치 관리 모듈로 구성된다.
8.6.1 제한된 망 관리
(그림 8-3)의 제한된 망 관리 모듈은 제한된 망 관리가 어떻게 수중에서 작동하는지 보
여준다.
― 이벤트: 수중 망 형태, 네트워크 상태, 망 접속 형태 등과 같은 수중 망 이벤트가 수
집되고, 수중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지된다.
― 처리: 처리 모듈 안에서 이벤트 모델링, 이벤트 연관성, 필터링 그리고 파싱이 다뤄지
며, 알람, 메시지 혹은 이메일과 같은 통지를 관리자에게 보낸다.
― 수중 관리자: 수중 관리자는 수중 장치를 위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와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에이전트와 관리자는 통신을 위한 이러한 장치로 배치되어
필요한 망 관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8.6.2 제한된 장치 관리
(그림 8-3)의 제한된 장치 관리 모듈은 제한된 장치 관리가 어떻게 수중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 이벤트: 자가 조작, 장치 복구 기구, 장치 자원 가용성 등과 같은 수중 망 이벤트가
수집되고, 수중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지된다.
― 처리: 처리 모듈 안에서 이벤트 모델링, 이벤트 연관성, 필터링 그리고 파싱이 다뤄지
며, 알람, 메시지 혹은 이메일과 같은 통지를 관리자에게 보낸다.
― 수중 관리자: 수중 관리자는 수중 장치를 위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와
같은 장치를 가지며, 에이전트와 관리자는 통신을 위한 이러한 장치로 배치되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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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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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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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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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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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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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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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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