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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OPS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에 정책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PEP는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CLI 인터페이스를 이용, 정책정보를 반영하게 되며,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하는 PEP 소프트웨어를 COPS Proxy Agent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책 반영에 관한 기능을 외부 소프트웨어 모듈과 장비 간에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결이 비정상적
으로 종료될 경우 Proxy Agent와 네트워크 장비 간의 일관성이 소실되어 양자가 상이한 
정책 정보를 유지하게 된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관성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인다. 

 
 
1. 서론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실제 장비에 반영할 프
로토콜이 필수적이다. COPS[1]는 이를 위해 
IETF에서 정의된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
에 의하면,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는 
PDP(Policy Decision Point)와 PEP(Policy 
Enforcement Point)간의 통신으로 표현된다.  
 
 
 
 
 
 
 
 
 

그림 1 : PDP-PEP 관계도 

  그림 1은 PDP와 PEP간의 관계도이다. PDP
는 네트워크 장비들에게 반영할 정책 정보를 
수립, PEP에게 전송한다. PEP는 해당 정책 정
보를 받아 네트워크 장비에게 반영한다. PDP
와 PEP간의 통신은 COPS 프로토콜에 의거한
다[1][2]. COPS 프로토콜은 PEP가 네트워크 
장비와 통합된 형태를 가정하고 있으나, 구현
에 있어서는 장비 외부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COPS 
프로토콜을 이해하지 못하는 네트워크 장비
(Legacy Network Device)를 통합하려고 할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 장비 외부에 PEP가 구성
되는 경우에는, PEP에게 전달된 정책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하여 해당 장비에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경우를 고려할 때, 그림 1의 PDP-PEP 
관계도는 다음과 같이 다시 그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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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Legacy Network Device를 위한 PDP-
PEP 관계도 

  이 경우, PEP와 네트워크 장비는 COPS 프
로토콜이 아닌 별도의 프로토콜로 통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Telnet을 통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CLI(Command-Line Interface)에 접속, 
CLI 명령어들을 장비에 전송하는 방법이 이
러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때 장비 
외부에 존재하는 PEP를 COPS Proxy Agent라고 
지칭한다. 이처럼 PEP가 네트워크 장비 외부
에 존재할 경우, PEP는 자신이 어떠한 정책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에 전송하였는지를 기억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억된 정보는, 이후 전
송하였던 정책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
거한다거나, 수정할 경우에 이용된다1.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일관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가령,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중에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Proxy Agent는 그
때까지 네트워크 장비에 반영하였던 정책 정
보를 유실하게 되어, 이후 해당 정보를 네트

                                                      
1 COPS-PR 모델에 의하면, 네트워크 장비에 
전송된 정책 정보를 제거 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만이 PDP
에서 PEP에게로 전송된다. 이 때 네트워크 장
비에는 해당 식별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PEP에서 식별자를 변환하여, 정책 정보를 제
거하기 위한 CLI 명령으로 바꾼 후 네트워크 
장비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PEP는 자
신이 네트워크 장비에 전송하였던 모든 정책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워크 장비로부터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이외에도, Proxy Agent와 네트워크 장
비간 연결이 소실되거나, Proxy Agent가 정상적
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에 네트워크 장비가 오
동작하거나 동작을 멈추게 되는 경우에도, 이
러한 일관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관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상황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해당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한다. 2절에서는 일관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이러한 해결책
이 ETRI에서 구현한 TE(Traffic Engineering) 관
련 중앙집중식 정책관리/네트워크모니터링 시
스템인 Wise<TE>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약술하고, 5절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2. PEP-네트워크 장비간 일관성문제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대로, Proxy Agent 
와 네트워크 장비간의 일관성을 소실시킬 수 
있는 세가지의 상이한 상황들이 존재하며, 대
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roxy Agent의 비정상적 종료 
 Proxy Agent - 네트워크 장비간 통신의 비
정상적 종료 

 네트워크 장비의 오동작 및 비정상적 종
료 

 
  첫번째 상황이 발생할 경우, Proxy Agent는 
그때까지 PDP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정보를 유
실하게 되며, 이 때 일관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수행이 재개된 Proxy Agent는 네트워크 
장비에 저장된 정책 정보와 다른,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어, 이후 PDP로부터 정책 
제거/수정 명령이 전달되더라도 해당 작업을 
정상수행 할 수 없다.  
  두번째 상황과 세번째 상황은 Proxy Agent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Proxy Agent는 네트워크 
장비와의 접속이 재개 되었을 때, 네트워크 
장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정보와 동일
한 정책 정보를 가지고 있을 지 확신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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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후 PDP로부터 정책 제거/수정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해당 명령을 Proxy 
Agent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지 확신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Proxy 
Agent는 몇가지 방안들을 구현해야만 한다. 
첫번째는 자신이 PDP로부터 전달받은 정책 
정보를 지속성 저장장치(Persistent Storage)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네트워크 
장비와 Proxy Agent가 정책 정보의 측면에서 
동기화 되어 있는 상태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CLI 명령어
의 비원자성(non-atomicity)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방안은 앞서 언급한 Proxy Agent의 
비정상적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 방안은 네
트워크 장비의 오동작/비정상적종료/통신불능 
상태시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다. 세번째 방안은 첫번째 방안
이나 두번째 방안보다 좀 더 복잡하다. 이것
은 하나의 정책 정보를 복수개의 CLI 명령으
로 변환하는 과정 및 첫번째와 두번째 방안을 
CLI와 연동시키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3절에
서는 이러한 해결방안을 구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당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해결방안 
 
3.1.  Proxy Agent의 비정상적 종료 
 
Proxy Agent의 비정상적 종료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Proxy Agent에게 전송된 정책 정보를 지
속성 저장공간 2에 저장해두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통상, 하드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공
간을 의미한다. 

 원자성 (Atomicity) 
 즉각적 지속성 (Forced Write) 

 
  원자성은 정책 정보를 지속적인(persistent) 
물리적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행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해당 행위는 수행중에 비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행위는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는 두가지 상태만을 가지며, 중간적인 상태를 
가질 수 없다. 
  즉각적 지속성은, 해당 저장행위는 수행되
는 즉시 물리적 저장공간에 완전히 반영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운영체
제는 물리적 저장공간에 대한 쓰기 행위가 발
생하였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저장공간에 직
접 쓰지 않고 버퍼(buffer)라고 불리우는 메모
리 공간에 일차적으로 쓰게 되며, 이 버퍼가 
가득 찼을 경우에만 물리적 저장공간에 쓰기 
행위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7]. 그런데 정책 
정보가 이러한 버퍼를 거쳐 저장되는 경우, 
쓰기 행위를 수행한 프로세스는 정책 정보가 
저장공간에 반영되었다고 받아들이나, 해당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버퍼 
내의 정보가 미처 물리적 저장공간에 반영되
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수 있다3. 
 
 
 
 
 
 
 
 

그림 3 : Process-OS Buffer-Physical Storage  
관계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정보의 
저장 행위는 운영체제의 버퍼를 경유하지 않
거나, 경유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물리적 저장
장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3 UNIX 시스템에 sync 명령어가 존재하는 것
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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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였을 때, 정책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메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 (In-Memory 

Policy Information Manager) 
 변경전 로그 (UAL : Update-Ahead-Log) 

 
  메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는 Proxy Agent
에게 전달된 정책 정보를 관리하며, Proxy 
Agent 당 하나가 필요하다. 메모리 상주 정책
정보 관리자에 정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이전에, 반드시 UAL을 물리적 저장장치에 기
록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기록 행위는 원자
성과 즉각적 지속성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준
수해야만 한다. 이 때 UAL은 Proxy Agent 당 
하나씩이 유지되어 배타적 접근이 보장되므로, 
UAL을 기록할 때 원자성 이외의 다른 원칙
들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UAL 저장 후,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 정책
을 반영하기 전에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논문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3.1.1. UAL 
 
UAL을 구성하는 하나의 UAL 레코드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 UAL의 형식 

상기의 그림과 같은 UAL 레코드들이 PDP에

서 정책 정보가 전송될 때마다 UAL에 추가
된다. 하나의 UAL 레코드는 헤더와 실제 데
이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상기의 그림 
중 굵은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Header에 해당
하는 부분이다.  
  헤더 부분 중 UAL Record Length 필드는 32
비트로서, 한 UAL 레코드의 길이를 표현한다. 
Operation 필드는 16비트로써, PDP로부터 전송
된 정책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나타내며, 
현재의 COPS 프로토콜에 의거, ADD(0), 
DELETE(1)의 두가지 값만이 가능하다. 또한, 
전송된 하나의 정책 정보는 <PEPID, Handle, 
PRID, EPD>의 형태로 표현되며, PEPID, Handle, 
PRID, EPD등의 길이가 가변적이므로 PEPID 
Length, Handle Length, PRID Length, EPD Length
등의 필드가 역시 헤더에 필요하다. 헤더 이
후에는, 해당 정책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 
UAL 레코드의 기록에 있어서의 원자성과 즉
각적 지속성은 UAL을 그림 5와 같이 구성함
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그림 5 : UAL의 구성 

  하나의 UAL 레코드가 성공적으로 기록되었
음은 그 뒷부분에 존재하는 SUCCESS 필드에 
의해 보장된다. 이 필드의 값은 최초의 레코
드의 경우 1이며, UAL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
다 1씩 증가한다. 물론 UAL 레코드와 S 필드
는 단 한번의 unbuffered write연산에 의해 기
록되어야 한다4. UAL 레코드와 S 필드를 물리
적 저장장치에 반영하는 도중에 write 연산이 
실패하거나, SUCCESS 필드까지 기록되었으나 
그 값이 이전의 UAL 레코드의 S 필드값보다 
하나 큰 값이 아니라면, 해당 레코드는 유효
한 레코드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복
구과정에서 마지막 레코드는 무시되어야 한다. 

                                                      
4 UNIX에서는 write 와 fsync 시스템 함수 호
출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PEPID, Handle, PRID, EPD sequence

UAL Record Length (32bit)

Operation (16bit) PEP Length (16bit)

Handle Length (16bit) PRID Length (16bit)

EPD Length (16bit)

UAL Record S UAL Record S

UAL Record S



3.1.2. 메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의 
UAL 복구 

 
Proxy Agent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재시
동 되면, 알고리즘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메
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의 내용을 복구한
다. 
  복구 과정은 두단계이다.. 첫번째 단계는 
UAL 파일을 열어 해당 내용으로 메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에 정책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다. 첫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
면, 메모리 상주 정책정보 관리자의 내용은, 
현재 네트워크 장비에 유효하게 저장되어 있
는 정책정보의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새로운 UAL 파일을 생성하
는 부분이다. 현재 정책정보 관리자에 저장된 
모든 정책들을 Operation 필드값을 ADD로 하
여 새로운 UAL 파일에 로깅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생성된 새로운 UAL 파일의 크기는 이
전 파일의 크기보다 같거나 작은데, 이는 
Operation 필드가 DELETE값을 갖는 로그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번째 단계
는 필요없는 로그 정보를 제거하고, 로그 파
일을 압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과정이 끝
나고 나면, 새로 생성된 UAL 파일을 이전 

UAL 파일 위에 덮어쓴다. 이후, Proxy Agent는 
PDP와의 정상적인 수행을 재개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UAL 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 파일을 덮어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에 Proxy Agent가 다시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UAL 파일의 내용마저 손실된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UAL 파일을 덮어쓰는 동작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림 6과 같이, 
UNIX symbolic link를 조정하는 동작으로 대체
된다.  
 
 
 
 
 
 
 
 
 

그림 6 : 새로운 UAL 파일의 생성과정 

  새로운 UAL 파일을 가리키도록 Symbolic 
link를 조정한 뒤에는, 이전 UAL 파일을 삭제
하거나, 관리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른 
위치에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 1의 

 
기존 UAL 파일 Open 
while ( EOF? == false ) { 
 하나의 UAL 레코드 Read  
 해당 레코드의 S 필드값이 정확하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진행을 중단 
 if ( Operation == ADD ) 정책정보 관리자에 정책정보 추가 
 else 정책정보 관리자에서 정책정보 삭제 
} 
기존 UAL 파일 Close 
새로운 UAL 파일 Open 
foreach ( 정책정보 관리자에 기록된 모든 정책에 대해 ) { 
 새로운 UAL 파일에 정책을 Operation = ADD 로서 로깅 
} 
새로운 UAL 파일 Close 
새로운 UAL 파일을 기존 UAL 파일 위에 덮어씀 
 

알고리즘 1 : Proxy Agent의 복구 시나리오 

Current UAL OLD UAL Current UAL OLD UAL

NEW UAL

<before phase 2> <after phase 2>



첫번째 단계에서 기존 UAL 파일을 여는 행위
는, 현재의 UAL을 가리키는 symbolic link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위의 알고리즘 상에서 주의깊게 볼 점은, 
복구작업 중에 다시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
로 종료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UAL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복구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UAL 레코드 기록시 원자성과 즉각적 지속성
만 보장해 준다면, 언제든지 Proxy Agent의 수
행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다. 
 
3.2. 네트워크 장비의 비정상적 종료 
 
서론에서 약술하였듯이, 네트워크 장비가 비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도 Proxy Agent와 네
트워크 장비간의 일관성이 소실될 수 있다. 
따라서, Proxy Agent는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결
이 예고없이 끊어졌다가 복구되는 경우, 일관
성이 상실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야 한다. 단순히 장비와의 인터넷 연결이 끊
어졌다 복구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
는, Proxy Agent는 해당 장비에 전송했던 모든 
정책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삭제한 후, 
PDP와 다시 연결을 시도하여 정책 정보를 처
음부터 다시 전송받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비정상적 종료가 단순 연
결 실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하다. Proxy Agent는 최초로 네트워크 장비
에 접속할 때, 접속이 성공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dummy 정책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에 
기록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가 비정상적
으로 종료한 것이 단순히 인터넷 연결이 소실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dummy 정책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살피
면 된다. 존재할 경우, 단순 연결 실패이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물론 COPS 프로토콜을 통하지 않고 네트워
크 장비에 직접 연결하여 설정을 변경하는 사
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CO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해
당 경우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dummy 정책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은, 네트워크 장비가 설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Juniper 
계열의 라우터 장비에서는 정책 정보를 입력 
한 후 라우터에게 commit 명령을 내릴 수 있
는데, 이 경우 라우터는 dummy 정책 정보까
지도 지속적 저장장치에 저장해 버린다. 만일 
commit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에 네트워크 연
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Proxy Agent
는 라우터가 다시 수행을 재개할 경우, 
dummy 정책 정보의 존재 유무만으로는 라우
터가 네트워크 연결만이 잠시 소실된 것인지, 
아니면 장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던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가 설정 정보를 지속
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결이 복구된 이후, 
네트워크 장비에 저장된 모든 설정 정보를 가
져와서, 해당 정보를 메모리상주 정책정보 관
리자에 저장된 내용과 비교해야한다. 만일 같
다면, 네트워크 연결만이 잠시 소실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3.3. CLI 명령어의 비원자성 
 
통상적으로 하나의 정책 정보가 PDP로부터 
Proxy Agent에게로 전송되었을 때, 전송된 정
책 정보는 복수개의 CLI 명령어로 대응된다. 
다음은, 어떠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OSPF-
TE기능을 켜두기 위한 CISCO IOS의 CLI 명
령어이다[4]. 

 
  이러한 명령어들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정책 
정보로 표현될 수 있지만, CLI로 대응될때는 
복수개의 명령이 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 
정보가 하나의 원자적인 CLI 정보로 대응될 
수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보다 

router ospf <ospf_process_id> 
mpls traffic-eng area <area> 
mpls traffic-eng router-id loopback0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Proxy 
Agent가 네트워크 장비에 명령을 전송중에, 
다음 몇가지 경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비가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측이 Proxy Agent와의 연결
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측에 CLI 명령을 전송중에,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
우 

 
  첫번째 경우, 네트워크 장비가 명령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되돌리기 
위한 역 명령을 라우터에게 단계적으로 전송
하여, 해당 CLI 명령들을 취소하는 해결방안
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취소 작업 
또한 CLI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역시 위
의 세가지 경우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오류를 올바르게 해결
하고 Proxy Agent와 네트워크 장비간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수개의 CLI 명령을 
Atomic하게 장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COPS 표준은 장비에 

명령을 전송하는 행위는 Atomic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결방
안을 구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1]. 아울러 해
당 방안은, UAL에서 Proxy Agent의 상태를 복
구하는 복원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수 번 실행
되더라도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일단 전송된 정책 정보는, 무조건 Last 
Policy UAL에 저장된다. 이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는 Proxy Agent의 비정상적 종료 뿐
이며, 해당 예외상황은 UAL이나 네트워크 장
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
다. 그 다음, 해당 UAL에 저장된 정책 정보
를 CLI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장비에 전달한
다. 응답이 SUCCESS로 왔다면, Last Policy 
UAL의 정보를 무조건 UAL에 첨가한다. FAIL 
응답이 온 경우에는 Last Policy UAL을 삭제 
해 버린다. PDP에게 전송하는 결과는 4번의 
응답 결과에 의존한다.  
  그런데 만일 2번을 수행한 이후, 6번을 수행
하기 이전에 Proxy Agent가 비정상적으로 종료
한다면, Proxy Agent는 재시동 된 뒤 Last 
Policy UAL의 존재 여부를 살펴, 해당 로그가 

 
 
 
 
 
 
 
 
 
 
 
 
 
 
 
 
 

그림 7 : CLI Atomicity를 보장하기 위한 로깅방안 

PDP

Proxy
Agent

1. 정책정보 전송

6. 결과전송
Network
Device

Last Policy
UAL UAL

5. 만일 SUCCESS
였다면 UAL에 APPEND 

2. 로깅

3. CLI 명령 전송

4. 응답
(SUCCESS/FAIL)



존재한다면 무조건 네트워크 장비에게 해당 
정책을 삭제할 것을 요청 한 후 Last Policy 
UAL을 삭제해버린다. 통상적으로 삭제 명령
은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으며, 없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할 시에도 에러 메시지를 내
는 것 이외에는 올바르게 동작한다. 따라서, 
Last Policy UAL을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Proxy Agent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에 Proxy Agent가 복원되었을 때, 모든 과정은 
다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
치고 나서 앞서 3.1 절에서 설명했던 복구절
차를 수행하여 UAL의 정보를 Proxy Agent에 
복원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Proxy Agent
와 네트워크 장비간의 일관성은 유지되며, 일
관성 복원 후 Proxy Agent는 PDP에게 다시 연
결을 시도한다. 
  마찬가지로, 2번 수행 이후 6번이 완전히 수
행되기 이전에 네트워크 장비와의 인터넷 연
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5, Proxy Agent는 Last Policy UAL에 저장된 정
책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다시 네트워크 장비에
게 요청하게 되고, Last Policy UAL은 삭제된다. 
이 때 6번 과정에서 PDP에게는 무조건 정책 
정보 반영이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전송된다. 
 
4. Wise<TE> 
 
이상에서 약술한 일관성 유지방안은 
Wise<TE> 시스템의 Proxy Agent 구현에 이용
되었다. Wise<TE>는 Traffic Engineering오류! 참
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6]을 위한 정책
관리 서버로서, ETRI에서 구현한 COPS 프로
토콜 스택인 PDP/PEP Toolkit 라이브러리 상에
서 구현되었으며, IETF에서 제안된 MPLS[5] 
프로토콜을 이용, 인터넷 상에서의 Traffic 
Engineering을 지원한다. 또한 Wise<TE>는 
VPN과 같은 응용을 지원하며, IP Traffic 
Measurement 등 Simulation과 측정을 위한 다

                                                      
5 네트워크 장비에게 전송된 정책 정보가 손
상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 정보가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3.2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약술한 일관성 유지방안은 Wise<TE>의 
Proxy Agent 상에서 COPS-PR 모델을 구현하
는데 사용되었으며, 구현된 Proxy Agent는 
CISCO, Juniper 등의 상용 라우터의 CLI 인터
페이스를 지원한다. 
 
5. 결론 
 
CO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COPS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기 위
해서는 Proxy Agent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Proxy Agent의 구현은 필연적으로 Proxy 
Agent와 네트워크 장비 간의 일관성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관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세가지 요인, 즉 Proxy Agent의 비
정상적인 종료,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결의 비
정상적 종료, 그리고 CLI의 비원자성 등을 지
적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야기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UAL과 
원자적 write 연산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제시한 해결 
방안은 PDP-Proxy Agent-네트워크 장비의 삼단
계 구조(3-tier)에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이
외의 다른 형태의 구조(2-tier / n-tier)에도 폭넓
게 적용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UAL은 소프트웨어적
인 해결방안이므로 지속적 저장장치 오류
(Media Failure) 등의 하드웨어적 오류까지 해
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 저장장치 오
류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UAL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UAL이 저장되
는 디스크 자체를 이중화 하여 하나의 디스크
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디스크에 있
는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RAID
와 같은 안정적인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널리 
잘 알려진 하드웨어적 장비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UAL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변경하지 않
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별
하게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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