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포인트(AP) 접속제어용
SNMP MIB 에이전트 구현 솔루션
1. 액세스 포인트(AP) 접속 제어용 MIB관리

" 무선 Access Point 장비 접속제어용 MIB관리 솔루션으로 IEEE 802.1X Authenticator와 Authentification server와 연동을 위하여 IEEE8021-PAE-MIB 모듈을
관리하는 SNMP Ag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1.1. 구조도

1.2. 모듈 설명
1.2.1 모듈 설명
AP(Access Point) Manager는 등록된 무선 Access Point 장비를 관리하는 관리자용
UI입니다. 주기적으로 AP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통계정보를 Update하여 보여주며,
SNMP 프로토콜을 통하여 무선 Access Point 장비의 IEEE8021-PAE-MIB 변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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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SNMP(구 UCD SNMP)의 데몬프로그램으로 SNMP 클라이언트(AP Manager)의 요청
을 해당 Sub Agent에 전달하고 Sub Agent의 결과를 SNMP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1.2.3 Sub Agent
NET SNMP의 특정 MIB모듈정보를 관리하는 Agent로 이 시스템은 IEEE8021-PAE-MIB
모듈 정보를 관리합니다.
SubAgent는 AgentX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식 및 loosely coupled 에이전트(dynamically
loadable shared object)를 모두 지원합니다.

1.2.4 AP Contorller
Sub Agent와 IPC를 이용한 통신을 합니다. AP를 직접적으로 제어합니다. Sub Agent의
요청에 따라 AP의상태 정보, 진단 정보등를 Sub Agent에 전달하거나, AP의 상태를 제어
합니다.

2. AP Manager

2.1 AP Setup

2.3 Auth Config

관리되는 AP들의 Enable, Disable등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관리되는 AP의 Authenticator Configuration를 제어합니다.
read-write 가능 항목에 대하여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2.2 AP 추가

2.4 Statistics

관리하고자 하는 AP정보를 추가합니다.

AP목록중 선택된 AP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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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uth Diagnostics

2.6 MIB Tree

AP목록중 선택된 AP의 진단 정보를 보여줍니다.

관리되는 AP들의 MIB정보를 tree형태로 보여준다.

3. NET-SNMP(UCD-SNMP)

3.1 V3

3.3 loosely coupled 에이전트의 확장

AP관리를 위한 보안통신을 위하여 SNMP 클라이언트 - Master Agent간 SNMP v3를
이용한 통신을 합니다.
SNMPv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penSSL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디폴트 사용자(public)
외에 SNMP v3통신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ucd-snmp 4.2 이후버전 부터 dynamically loadable shared object를 지원 합니다.
net-snmp( 또는 ucd-snmp)의 configuration옵션으로 --enabl-shared를 추가하여
야 합니다.
MIB모듈을 mib2c툴을 이용하여 C코드를 생성한다. shared object형태로 컴파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야 합니다.
Master Agent는 shared object를 load, unload할 때 init_모듈명(), deinit_모듈명()
함수가 호출함으로 해당 함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생성 예
//먼저 snmpd(Master Agent)를 종료한다.
#net-snmp-config --create-snmpv3-user -a "a*p" wireless

//snmpd를 수행한다.

생성 예
#vi ieee8021paeMIB.c
void init_ ieee8021paeMIB();

#snmpget -v3 -u wireless -l authNoPriv -a MD5 -A a*p -x DES -X a*p localhost sysUpTime.0

//코드 작성

void deinit_ieee8021paeMIB();

//코드 작성

⋯
#make ieee8021paeMIB.so

3.2 tightly coupled 에이전트의 확장
IEEE8021-PAE-MIB 모듈을 지원하기 위한 Sub Agent를 확장하기위해서는 해당 MIB
모듈을 지원하는 C language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NET-SNMP에는 MIB모듈을 C코드로 작성하여 주는 "mib2c"틀을 제공한다. mib2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erl extension패키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mib2c툴에 의해 생성된 코드를 net-snmp 설치용 소스 코드가 있는 위치에 복사한
후 configuration을 수행합니다.

#snmpd -f -L -D ieee8021paeMIB, dlmod
# snmpset localhost democommunity UCD-DLMOD-MIB::dlmodStatus.1 i create
#snmpset localhost democommunity UCD-DLMOD-MIB::dlmodName.1 s " ieee8021paeMIB "
UCD-DLMOD-MIB::dlmodPath.1 s "/path/to/ ieee8021paeMIB.so

3.4 remote 에이전트(AgentX)의 확장

생성 예
#./configure -with-mib-modules=ieee8021paeMIB
⋯
#make
⋯

AgentX는 Master Agent와 독립된 프로세스로 수행하게 된다. AgnetX를 지원하기위
해서는 net-snmp의 configuration옵션에 --with-mib-modules="agentx"를 추가
하여야 합니다.
sub agent는 독립된 프로세스로 수행함으로 mib2c툴을 이용한 MIB모듈의 C코드외
에 main 함수를포함하는 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make install

생성 예
#vi ustMain.c

//main함수 작성

#cc -o ustMain ustMain.o ieee8021paeMIB.o -L/usr/local/lib -lucdagent -lucdmibs
-lsnmp -l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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