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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
다. 기업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의 각 노드에 설치된 보안 소프트웨어

나 취약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버/클라이언트 형태의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는 서버의 부하가 크고 시간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
트워크의 논리적인 형태를 노드의 상태정보에 따라 바이노미얼 트리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동 에이전트가 각 노드를 순회하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
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서버에 집중되는 부하를 줄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7-(C1090-0701-0046)) 

1. 서론 
기업 기밀을 목표로 하거나 악성코드 유포지/경유

지로 이용하기 위한 기업 네트워크 보안 위협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안전한 기업 네트워크의 관리가 중
요시 되고 있다[1].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 각 노드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취약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작업이 요구된

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안 위협사항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거나 패
치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서버에서 모든 노드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버의 부하가 크고 시간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노미얼 트리를 이용한 이동 에

이전트 기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논리적인 형태를 각 노드

의 현재 상태와 버전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노미얼 트
리로 구성하고, 트리의 각 노드를 이동 에이전트가 
이주하며 노드에 필요한 업데이트 및 패치 작업을 수
행하도록 구성된다. 트리구조를 통해 병렬적으로 데

이터의 전송 및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진행할 수 있
으므로 서버의 부하를 줄이면서 빠르게 각 노드에 필
요한 업데이트 또는 패치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이동 에
이전트와 바이노미얼 트리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4 장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비교 평가해 보고, 5 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이동 에이전트 

이동 에이전트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동

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2][3]. 이동 에이전트는 실행 코드를 목적지 호스트로 
이동시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분산 시
스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의 이동성과 자
율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1 바이노미얼 트리 

바이노미얼 트리는 재귀적으로 정의되는 순서 트리

로서, One-to-All 브로드캐스팅에 대해, O(log2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최적의 위상을 가진다[5][6].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바이노미얼 트리의 각 노드를 
이동 에이전트의 이주 경로로 하여 병렬적으로 에이

전트를 각 노드에 이주시킨다. 따라서 빠르게 전체 
노드를 순회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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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oftware Update Management Server(SUMS)와 각 노
드의 Local Update Manager 로 구성된다. 제안 시스템

은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에이전트

들을 관리하기 위한 Agent Management System, 에이전

트의 서비스 정보를 갖는 Directory Facilitator, 메시지 
통신을 위한 Message Transport System 을 포함한다

[7][8]. SUMS 는 업데이트 데이터와 각 노드의 정보를 
유지하며, 전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그림 1 은 SUMS 의 구성을 보인다. Software Deploy 

Service 는 각 노드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서비스

이고, Update Service 는 각 노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를 위한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Software Update Management Server 

● Update Manager: 업데이트 프로세스 관리 

● Software Deploy Module: 소프트웨어 배포 모듈 

● Node Registry: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노드의 주소

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관 
Node Status Gathering Module(NSGM): Node 

Registry 의 엔트리를 참조하여 각 노드의 현재 상태 

정보를 수집 
● Software Update Repository: 업데이트 데이터와, 업
데이트 사이의 의존성 관계 저장 
● Fault Tolerance Module(FTM): 노드에 결함 발생시 
결함감내 기능 수행 
● Binomial Tree Generator(BTG): NSGM에 의해 수집

된 정보를 기반으로 바이노미얼 트리를 구성 
● Update Agent: 각 노드에 이주하여 업데이트 진행 

 
Local Update Manager 는 업데이트 프로세스 전체를 

총괄한다. NSGM 과 Software Update Repository 로부터 
필요정보를 수집하고 BTG 를 통해 바이노미얼 트리

를 생성한 후,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그림 2 는 각 노드의 Local Update Manager 의 구성

을 보인다. 
 

 
(그림 2) Local Update Manager 

● Temporary Software Update Repository: 바이노미얼 
트리 상의 부모 노드로부터 전송된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 
 
3.2 바이노미얼 트리 구성 
바이노미얼 트리는 NSGM 에 의해 수집된 각 노드

의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현재 버전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한다. 트리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은 다
음과 같다. 

 
● 트리를 구성하는 각 노드는 업데이트 데이터를 저
장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디스크 공
간이 남아있을 것 
●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들에 비해 되도록 네트워크 
대역폭이 높을 것 
●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 보다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낮거나 같을 것 
 

 
(그림 3) 바이노미얼 트리 구성 예시 

따라서, 우선 네트워크 대역폭 순위 기준으로 노드 
리스트를 내림차순으로 정렬(b)한다. 그리고 소프트웨

어의 현재 버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안정적 정
렬(c)한 후, 이를 통해 바이노미얼 트리를 구성(d)한다. 

그림 3 은 총 8 개 노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6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를 가정한 바이노미얼 
트리 구성 예시를 보인다. 네트워크 대역폭은 순위로 
표시하였다. 그림 3 과 같이 바이노미얼 트리를 구성

하면,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에게 Update Agent 를 전
달할 때, 자식 노드에게 필요한 업데이트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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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디스크 공간과 요구 대역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노드가 트리의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트리를 구성한다. 

 
● 디스크 공간 및 요구 대역폭 충족 여부 검사: 그
림 3의 바이노미얼 트리를 순회하며 디스크 공간과 
대역폭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B노드의 
대역폭이 G, F, E 노드에 대한 요구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B노드를 제외하고 트리를 수정한다. 

 

 
(그림 4) 요구 대역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드 B 를 제외 

● 요구 조건 충족 여부 반복 검사: 다시 트리를 순
회하여 검사한 결과 G노드의 대역폭이 F, C, A 노드

에 대한 요구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G노

드를 제외하고 트리를 재구성한다. 
 

 
(그림 5) 요구 대역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드 G 를 제외 

● 트리 재구성: 모든 노드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이 
확인 되면, 지금까지 제외된 노드로 새로운 트리를 
생성하고 새로운 트리 역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

하는 트리인지를 검사한다. 
 

 
(그림 6) 노드들의 트리 재구성 

 

 
(그림 7)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트리 구성 

● 최종 업데이트 트리 구성: 생성된 모든 트리가 요
구 조건을 충족하는 트리임이 확인되면 서버를 루트

로 하여 최종 트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바이노미얼 트리는 연결선에 표시된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먼저 SUMS 에서 F 노

드로 에이전트가 이주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 SUMS 로부터 B 노드로, F 노드로부터 C 노드로의 
에이전트의 이주와 복제, 그리고 업데이트가 병렬적

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서버의 부하를 줄이면서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업
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다. 

 
3.3 업데이트 프로세스 
정책이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은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업데이트 프로세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먼저,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Update 
Manager 가 NSGM 에게 노드 상태 정보 수집을 요청

하고, NSGM 은 Node Registry 에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드의 주소 목록을 가져

온다. 이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각 노드의 상태 정보

를 수집한다. NSGM 이 수집하는 노드 상태 정보의 자
료구조는 그림 8 과 같다.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643 

 
(그림 9) 노드 상태 정보 자료 구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Update Manager 에게 반환하

면, Update Manager 는 수집된 정보를 BTG 로 보내 트
리를 구성한다. Update Agent 는 Software Update 
Repository 에 저장된 업데이트 데이터와 BTG 에서 생
성된 트리를 가지고 각 노드로 이주한다. 
 
각 노드에 이주한 에이전트는 우선 자식 노드에 자

신을 복제하는데, 자식 노드에게 필요한 업데이트 데
이터를 추출하여 자식 노드가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
달해야 할 노드들의 트리와 함께 전달한다. 복제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고 완료된 결과를 
SUMS 의 FTM 에 보고한다. 만약 자식 노드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결함이 발생했음을 SUMS 에 보고한다. 
한번의 업데이트 사이클이 완료되면 FTM 에 의해, 업
데이트에 실패한 노드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시
도한다. 

 
3.3.1 결함 내구성 
트리 위상에서 리프 노드에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노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SUMS 의 FTM 에 알리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이 발생한 노드의 자식 
노드에게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결함이 발생한 노드의 자식 노드들로 트
리를 재구성하여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달해야 한다. 

 
● A노드가 B노드의 결함을 탐지했을 경우 

 
(그림 10)  A 노드가 B 노드의 결함을 탐지 

● B노드의 상태를 서버에 알리고, D, G, H노드

를 이용하여 트리를 재구성한 후, 업데이트 진행 

 
(그림 11) 결함에 대처하여 트리 재구성 

 
 

4. 비교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형

태의 업데이트 시스템과 두 가지 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에 걸리는 부하이다. 클라이언

트/서버 형태의 업데이트 시스템은 서버가 모든 클라

이언트에게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하나의 노드, 
또는 트리가 분리되었을 경우 일부의 노드에만 업데

이트 데이터를 전송해 주어도 전체 클라이언트를 업
데이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요되는 시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은 One-to-All 멀티캐스팅에 대해 최적의 전
송 시간을 갖는 바이노미얼 트리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5. 결론 및 연구 과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클라이언

트/서버 환경의 업데이트 시스템은 서버에 부하가 집
중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노미얼 트리와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해 업데이트 데이터와 코드를 이동시켜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에 집중되는 부하를 줄이고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의 실험적인 효율성 입증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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