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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라우팅 구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규칙과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라우팅 구성 

장애 관리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관리 규칙,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후향 추론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런 규칙간의 상호 연동을 위하여 메타 규칙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규칙과 알고리즘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규칙, Blackboard, 목표의 변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스템

의 TCP/IP 네트워크 구성 관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들 중에서 라우팅 구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규칙 및 추론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써 이질적이고 급변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컴퓨터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는 점

차 방대하고 복잡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장비들에 연결되어 있는 각

기 다른 운영체제가 적재된 시스템들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피관리 시스템들의 수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장애를 

자동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게 되었다[1][2]. 

현재까지 개발되어져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일반

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에 의해서 네트워크 구성 장애

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질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네트

워크 환경에서 정적으로 프로그램된 시스템들은 적응

력이 떨어지며 변화해 가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처하

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칙이나 사례 기반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현재까지 네트워크 장애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LODES 와 CRITTER 가 구현되었다[3][4]. LODES 는 LAN 

상의 장애 검출 및 위치 확인을 위한 규칙 기반 전문

가 시스템이며, CRITTER 는 네트워크를 사례에 기반하

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런 구현된 

시스템들과 관련 연구들[5][6][7]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의 위치를 추적하고 진단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 수행된 상태이지만 규칙 및 사례에 기반

하여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장애를 자동으로 진단

하고 복구하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TCP/IP 네트워크 구성 관

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들 중에서 라우팅 구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규칙 및 추론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이질적

이고 급변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 

 

생성 규칙은 전문지식을 나타내는 가장 빠른 방법

이며 이 방법은 전문가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사실과 규칙을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하며  

이 결론은 또한 새로운 사실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후향 추론을 기반으로 한다. 추론 방법의 선택은 전

문가 시스템을 응용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

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향 추론은 설계 및 계획형 문

제에 주로 이용되며 후향 추론 방식은 진단 및 분류 

등의 문제에 주로 이용된다. 라우팅 장애를 진단하고 

복구하기 위한 추론 방법으로는 후향 추론이 적합하

다.  

제안한 규칙은 추후 확장을 고려하여 문제를 네트

워크 구성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표 1. 네트워크 구성 장애 유형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 후향 추론 방식을 지원하는 

LEVEL 5 쉘에서 제공하는 DISPLAY, CHAIN 명령을 이

용하였다. DISPLAY 명령을 사용하여 중간에 중요한 

정보들을 출력하였다. 또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전문

가 모듈 사이에 제어를 넘겨주고 받기 위해 CHAIN 명

령을 사용한 메타 규칙을 적용하였다. 각 모듈 사이

에 통신은 Blackboard 를 이용하였으며, Blackboard

는 각 모듈에 의해 결정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모듈에서 

사용되어진다[8].  

이 논문에서는 규칙을 두 개의 모듈 즉, 네트워크 

구성 관리 규칙 모듈,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 

모듈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규칙을 표기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의 1] 각 모듈이 추구하는 목표의 집합을 G 라고 

정의하며 원소의 집합은 다음과 같다.  G = { g11, 

g12, g211, g212, g221, g222 } 

 
[정의 2] 현존 사실과 추론에 의해 새로 생성된 사실

들의 집합을 F 라고 정의하며 원소의 집합은 다음과 

같다. F = {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 

 
[정의 3] 추론 중에 어떤 사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질의함수의 집합을 Q 라고 정의하며 원소의 집합은 다

음과 같다. Q =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 

 
[정의 4] 질의함수 수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값 즉 사건의 집합을 E 라고 정의하며 원소들의 집합

은 다음과 같다. E = { unix, win, linux, up, down, 

exist, notexist, noresponse, response , success, 

fail, match, notmatch } 

 
[그림 1]과 [그림 2]는 위에서 설명한 명령어와 정의

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을 

표현한 그림이다. 

 

M1 모듈 
GOAL  g11, g12 

 
RULE 1 : IF  q1 = UNIX  THEN  g11  AND  f1 
RULE 2 : IF  q2 = fail  AND  f1 
        THEN  g12  AND  f2  AND  CHAIN(M21) 
 
END  

g11 : 시스템 유형 판별 

g12 : 장애 유형 판별 

f1 : 시스템 유형 = 유닉스 

f2 : 장애 유형 = 라우팅 구성 

장애 

q1 : 시스템 운영체제 검사 

q2 : 1 홉까지의 경로 추적 결

과 검사 

 

그림 1. 네트워크 구성 관리 규칙 모듈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성 관리 규칙 모듈의 목표는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판별하고 발생한 장애가 네트워

크 구성 장애 유형 중 어떤 장애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장애유형 설명 

라우팅 

구성장애 

디폴트 라우터 설정 오류 및 동적 라우

팅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네트워

크와의 통신 장애를 말한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 

구성장애 

도메인 네임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하여 

도메인 네임 을 IP 주소로 변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인터넷 

데몬  

프로세스 

구성장애 

데몬 프로세스 구동 실패로 인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IP 중복 

장애  

서로 다른 시스템이 같은 IP 를 사용하

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말

한다.  



 

 

 

  

 

그림 2.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 모듈 

 

[그림 2]의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 모듈의 목표

는 시스템내의 라우팅 구성 장애를 유발한 원인이 무

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이며 식별된 원인을 라우팅 장

애 복구 규칙 모듈에 전달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규칙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추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후향 추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른 규

칙들이 추후에 서로 연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메타 규칙을 적용하여 라우팅 구성 장애를 진단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nitialization : 
    Table Blackboard 
    Table RuleTable 
    Stack GoalTable 
    GoalTable.Push(M.G) 
 
while(!GoalTable.Empty()) 
{ 
   GoalEntry = GoalTable.Pop(); 
   while((TD = Scan(RuleTable.CC,GoalEntry)) != NotFound) 
   { 
      if(TD.PC == TU)  
      {    
          Blackboard.Add(CC.F); 
          if(TD.CC == CHAIN(M)) 
          { 
            M = RuleTable.Transition(); 
            GoalTable.Push(M.G); 
          } 
          TD.Fire(); 
      } 
      else if(TD.PC == FA) TD.Discard(); 
      else if(TD.PC == CHAIN(M))  
      { 
          RuleTable.Transition(M); 
          GoalTable.Push(M.G); 
      } 
   } 
} 

G = Goals 

F = Facts 

M = Modules 

A = active rule 

D = discarded 

rule 

TD = triggered 

rule 

 

CC = conclusion 

clause 

PC = premise 

clause 

FD = fired rule 

FR = free 

clause 

FA = false 

clause 

TU = true 

clause 

Scan(CC, GoalEntry) : CC 와 

Goal 이 일치하는 active 

rule 스캔 

Add() :테이블에 엔트리 추가 

Discard() : rule 을 discard 

시킴 

Transition() : 다른 모듈로 

전이  

Pop() : GoalTable 스택에서 

있는 Goal 을 Pop 함 

Push() : GoalTable 스택에 

Goal 을 Push 함 

Empty() : GoalTable 스택이 

비어 있는지 검사 

Fire() : Rule 을 fire 시킴 

 

그림 3.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을 위한  

후향 추론 알고리즘 

 

[그림 3]은 라우팅 구성 장애 관리를 위한 후향 추

론 알고리즘이다. 초기화 과정에서 GoalTable, 

Blackboard, RuleTable 을 생성한다. GoalTable 에 첫

번째로 실행되는 생성규칙 모듈의 G(Goals)을 추가한

다. 목표 항목(GoalEntry)과 RuleTable 의 결론부

(RuleTable.CC)가 일치하는 규칙이 있는지 찾는다. 

만약 여러 개가 있다면 첫번째 규칙을 적용(trigger)

한다. 적용된 규칙은 TD 상태로 바뀐다. 만약 적용된 

규칙의 조건부(TD.PC)가 참이라면 Blackboard 에 결론

부의 사실들(CC.F)을 추가하고 적용된 규칙은 

FD(fired rule) 상태로 바뀐다. 만약 적용된 규칙의 

결론부에 CHAIN 명령이 있다면 다른 RuleTable 로 전

이하며 GoalTable 에 바뀐 생성규칙 모듈의 G 을 추가

한다. 만약 적용된 규칙의 조건부가 거짓이라면 적용

된 규칙은 폐기(Discard)된다. 만약 적용된 규칙의 

GOAL  g211, g212 
 
RULE 3 : IF  q3 = down  

 THEN  g211  AND  f3  AND  DISPLAY (f3)  
RULE 4 : IF  q4 = exist   

THEN  g211  AND  f4  AND  DISPLAY(f4)   
RULE 5 : IF  q5 = notmatch   

THEN  g211  AND  f5  AND  DISPLAY(f5)  
RULE 6 : IF  q6 = notmatch   

THEN  g211  AND  f6  AND  DISPLAY(f6)   
RULE 7 : IF  q5 = match   

THEN  g211  AND  ¬ f5  
RULE 8 : IF  q6 = match   

THEN  g211  AND  ¬f6 
RULE 9 : IF  q7 = noresponse    

AND  q8 = exist  AND  ¬f5   AND  ¬ f6    
        THEN  g21  AND  f7  AND  DISPLAY(f7)   
RULE 10 : IF  q8 = notexist   

THEN  g211  AND  f8  AND  DISPLAY(f8) 
RULE 11 : IF  q9 = exist  OR  q10 = exist   

THEN  f8  AND  f9  DISPLAY(f9) 
RULE 12 : IF  q9 = notexist  AND  q10 = notexist   

THEN  f8  AND  f10  DISPLAY(f10) 
RULE 13 : IF  CHAIN(M22)  THEN   g212 
 
END 

g211 : 라우팅 장애 유형 판별  

g212 : 장애 복구 모듈로 전이 

f3 : 장애 원인 =  

인터페이스 다운   

f4 : 장애 원인 =  

케이블 연결 상태 불량   

f5 : 장애 원인 =  

네트워크 주소 변경 

f6 : 장애 원앤  =  

서브넷 마스크 변경  

f7 : 장애 원인 =  

디폴트 게이트웨이 다운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변경 

f8 : 장애 원인 =  

디폴트 엔트리 부재 

f9 : 장애 원인 =  

디폴트 엔트리 삭제 

f10 : 장애 원인 =  

라우팅 데몬 프로세스 

      다운 

q3 : 인터페이스 상태 검사 

q4 : 로그 정보에 "disconnected 

cable" 엔트리 존재 유무 검사 

q5 : 백업된 네트워크 주소와 현

재 네트워크 주소 일치 여부 검

사 

q6 : 백업된 서브넷 마스크 주소

와 현재 서브넷 마스크 주소 일

치 여부 검사 

q7 :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로

의 ping 수행 결과 검사 

q8 : 라우팅 테이블에 "default" 

또는 "0.0.0.0" 엔트리 존재 유

무 검사 

q9 : Defaultrouter 파일 존재 

유무 검사 

q10 : 라우팅 데몬 프로세스 존

재 유무 검사 



 

 

 

 

 

조건부에 CHAIN 명령이 있다면 결론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RuleTable 로 전이하고 새로운 목표가 GoalTable

에 추가된다. 위와 같은 과정이 적용된 A(active 

rule)가 없을 때 까지 반복된다. 적용된 A 가 없다면 

새로운 목표가 팝(pop)되고 또 다시 위와 같은 과정

이 반복된다. 만약 GoalTable 에 G 가 모두 팝되고 없

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3 실험 및 고찰 

 

디폴트 엔트리가 삭제된 경우의 장애 진단 과정에

서 규칙, Blackboard, 모듈, Goal 의 변화 과정을 보

임으로써 제안한 규칙 및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표 2.  장애 진단 과정 

 

단

계 

규칙  

번호 

규칙 

상태  

천이 

조건절 

번호 

조건절 

상태 

Black 

board 

Goal 

Table 

0 - - - - - g11,g12 

1 1 A->TD 

->FD 

(1)-1 TU f1 g12 

2 2 A->TD 

->FD 

(2)-1 

(2)-2 

TU 

TU 

f1,f2 g211 

g212 

3 10 A->TD 

->FD 

(10)-1 TU f1 

f2,f8 

g212 

4 11 A->TD 

->FD 

(11)-1 

(11)-2 

TU 

FA 

f1,f2 

f8,f9 

g212 

5 13 - (13)-1 CHAIN f1,f2 

f8,f9 

g221 

g222 

 

[표 2]는 디폴트 엔트리가 삭제되었을 경우의 장애 

진단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디폴트 엔트리가 삭제된 

경우의 장애 진단 과정 중에 Blackboard 에 디폴트 엔

트리 부재(f8)와 디폴트 엔트리 삭제(f9)라는 장애 

원인이 추가 되었으며 CHAIN 명령에 의해 라우팅 구

성 장애 복구 생성 규칙 모듈로 전이하여 장애 복구

를 위한 목표인 g221 과 g222 가 GoalTable 에 추가됨

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우팅 

구성 장애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질적인 네트

워크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라우팅 구

성 장애 진단 시스템 구현을 위한 규칙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후향 추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른  

규칙과의 상호 연동을 위하여 메타 규칙을 적용하였

으며 라우팅 구성 장애 관리를 위한 규칙을 두 개의 

모듈로 나누었다. 네트워크 구성 관리 규칙 모듈은 

시스템의 운영체제 유형과 여러 네트워크 구성 장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들을 포함하였다.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규칙 모듈은 장애가 발생하게 된 원

인을 발견하기 위한 규칙들을 포함하였다. 제안한 규

칙과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디폴트 엔트리가 삭

제된 경우의 규칙, Blackboard, 모듈, Goal 의 변화 과

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규칙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라우팅 구성 장애 진단 시스템의 구현에 

적용한다면 시스템에서 발생한 라우팅 구성 장애를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대

규모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피관리 시스템에서 발생

한 라우팅 구성 장애를 관리자가 직접 진단하는데 드

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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