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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용도는  사용자에게 고가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주요 성능지표로서 임의의 시간에  사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용도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중화 방식과 
재활기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N redundancy와 시간 기반의 재활기법이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N 
redundancy는 active 시스템과 standby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다중화 방식이다.  재활주기에 의존하는 시간기반의 재
활기법이다. 본 논문은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을 적용한 2N redundnacy모델을  stochastic reward net으로 설계한다. 설
계한 모델은 stochastic Petri net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수치해석을 통해 재활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의 가용
도가  적절한 주기에서 재활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의 가용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Availability, one of the important metrics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network system, is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a system is operational at a given point in time under a given se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the network service, the redundancy models and the rejuvenation schemes are the effective 
schemes to be typically used.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effect of 2N redundancy model and/or rejuvenation scheme 
on the availability of network service. The 2N redundancy model consists of one active and one standby component 
and the performance of time-based rejuvenation scheme mainly depends on its rejuvenation period. We design 
stochastic reward net model for the 2N redundancy model with time-based rejuvenation scheme and analyse the 
service availability of the model using stochastic Petri net package. We provide some numerical examples of the 
service availability, which shows that the system with rejuvenation has higher availability than the system without 
rejuv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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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끊김 없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

떤 시점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

용도로 시스템의 서비스성능을 알 수 있다[1]. 가용도는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서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확률로서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시스템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되고, 노화 상태인 시스템

은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고장나면 사용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가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2]. 낮아질 수 있는 가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다중화 방식과 재활기법이 있다. 

다중화 방식은 고장후 처리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복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중인 시스템이 고

장나면, 동일한 예비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용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다중화 방식은 구성 방식에 따라 2N redundancy, N+M 

redundancy, N-way redundancy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재활기법은 시스템의 노화로 인해 고

장확률이 높아진 시스템을 프로그램 재시작, 리부팅 

등을 통하여 초기상태의 시스템으로 만든다. 초기상

태인 시스템은 노화된 시스템보다 고장날 확률이 줄

어들어 끊김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재활기법

은 특정 재활주기 마다 상태와 관계 없이 재활하는 시

간 기반 재활기법과 매시간 시스템의 상태를 체크하

여 노화상태일 때만 재활을 하는 조건 기반 재활기법

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메인 시스템과 하나의 예비 시

스템으로 이루어진 2N redundancy와 재활주기 마다 재

활하는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을 적용하여 가용도를  비

교 분석한다. 시스템 모델은 Stochastic Reward Net 

(SRN) 모델링 하여 Stochastic Petri Net Package(SPNP)

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SRN모델은 4가지로 분류 하여 

분석하며, 두가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 다중화 

방식만 적용된 모델, 재활기법만 적용된 모델, 두가지 

방식을 적용된 모델이다.

Ⅱ. 관련연구

2.1. 다중화 방식

다중화 방식이란 복수의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인시스템에 고장이 발생시,  동일한 예비시스템으

로 대체하여 가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다

중화 방식은 시스템 형태에 따라 2N redundancy, N+M 

redundancy, N-way redundancy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화 방식중 2N redundancy를 다룬

다. 다중화 방식은 [3]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N redundancy는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Service 

Instance, SI)에 두 개의 서비스 유닛(Service Unit, SU)

을 갖는 이중화 시스템이다. 이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서비스 유닛을 메인으로 운용하며, 다른 하나의 서비

스 유닛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대기한다. 만약 메인으

로 운용하는 서비스유닛이 고장이 나면, 스탠바이상

태의 서비스 유닛이 전환 하여 메인 유닛을 대체하게 

된다. 각 서비스 유닛은 액티브(active), 스탠바이

(standby), 스페어(spare) 상태중 하나에만 있을 수 있

다. 고장이 난 SU는 수리후 Active상태의 SU가 있다

면, Standby상태의 SU가 된다[3].

2.2. 소프트웨어 재활기법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운영하였을 때, 노화가 발생한

다. 노화상태인 시스템은 초기상태인 시스템보다 상대

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시스템의 고장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시스템의 가용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런 현상

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기법들이 제안 되었다[5-7]. [5]

에서는 시간기반과 조건기반 재활 기법을 다루고 있으

며, [6]에서는 시간기반과 조건기반을 고려한 기회기반

의 재활기법을 제시 하였다. [7]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에서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이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화 상태인 시스템을 프로그램 재시작, 운영체제 리

부팅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초기상태로 만들어서 고장

날 확률을 줄여주는 방법이 재활기법이다[4]. 재활기법

은 방식에 따라 시간기반의 재활기법과 조건기반의 재

활기법이 있다.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은 시스템의 상태

보다는 특정 재활주기마다 재활하는 방식이다.  주기마

다 재활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재활주기에 따라 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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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 재활주기가 짧을 경우 불필

요한 재활을 하게 되어 가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인 경우에는 

적절한 재활주기를 적용하게 되면 향상된 가용도를 얻

을 수 있다. 조건기반의 재활기법은 시간기반의 재활기

법과는 다르게 시스템의 상태를 체크하여 노화 상태인 

경우에만 재활에 들어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기

반의 재활기법을 사용하여 가용도를 분석한다. 재활주

기는 고장시간을 중심으로 일정 주기로 분석한다.

2.3. 시스템 분석 모델

복잡하게 이루어진 네트워크 모델을 간단하게 모형

화하는 방법으로 Petri net이 있다. 페트리네트는 기본

적으로 장소, 전이, 아크, 토큰으로 이루어진다[8]. 장소

는 원으로 표시하고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검은 점

으로 표현하는 토큰을 가질 수 있다. 토큰이 한 장소에

서 다른 장소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막대로 나타내는 전

이로써 가능하다. 전이는 장소들을 연결 해주며, 장소

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토큰이 있어야한다. 화살표로 

나타내는 아크는 장소와 전이 사이를 연결해주며, 방향

을 가질 수 있다. 

페트리 네트는 추계적 페트리 네트, 일반적 추계적 

페트리 네트로 확장되며 지수 분포의 시간을 가지는 시

간 전이와 시간에 관계없이 발사하는 즉시전이를 사용

하여 복잡한 모델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확장된 페트리 네트에 모델링 기능을 강화 하여 나온 

것이 SRN이다. SRN은 전이의 활성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가드기능이 있으며, 각 상태에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 SRN는 각 장소의 토큰에 대한 값을 보상률로 

지정할 수 있으며, SPNP를 활용하여 쉽게 분석할 수 있

다. SPNP는 수학적인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RN 모형을 분석하는 도구이다[9].

Ⅲ. 시스템 모델

재활 기법을 적용한 다중화 시스템은 다중화 시스템

에서 재활 기법을 적용하여 재활 주기에 따라 재활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기반 재활기법

을 적용한 이중화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가용도를 비교

분석 한다. 시간기반의 재활기법을 적용한 이중화 시스

템은 2개의 서비스 유닛중 하나의 서비스 유닛만 서비

스를 하며,  나머지 서비스 유닛은 스탠바이 상태에 있

게 된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닛이 고장

이 나게 되면 스탠바이 상태의 서비스 유닛이 전환하여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다. 재활의 경우, 일정 재활 주기

를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유닛을 재활하게 된

다. 재활과정에서 서비스는 정지 상태에 있지만 스탠바

이 상태의 서비스 유닛은 메인 서비스 유닛으로 대체 

되지 않는다. 

Ⅳ. SRN 모형화

다중화 시스템과 재활기법이 적용된 시스템 모델은 

기본으로 active, detect, failure, aging 중 하나의 상태만

을 가진다. 그림 1은 두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Single 

system model이며, active, detect, failure, aging중 하나

의 상태만을 가지게 된다. T_aging은 시스템이 노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T_fail, T_aging_fail은 시

스템이 고장나는 시간을 나타내며, 노화상태의 고장 발

생 시간은 초기상태의 고장 발생 시간에 비해 짧은 시

간을 갖는다. T_detect는 고장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T_recovery는 수리하여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나타낸다. 

 

Fig. 1 SRN model for single system

다음은 재활기법이 적용된 시스템 모델이며 그림 2

와 같다. 재활 기법이 적용된 모델은 기본 모형에서 재

활 상태와 재활주기를 나타내는 상태가 추가된다. 

clock, reset은 재활주기를 정한다. Twait는 재활주기 시

간을 나타내며 상수 값을 가지게 된다. P_1_rej, P_1_ 

fin_rej는 재활과정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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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RN model for network system with rejuvenation

Fig. 3 SRN model for setwork system with 2N 
redundancy

T1fail_rej, T1success_rej는 재활의 성공여부를 나타

내고, 성공적인 재활의 확률은 99%이다. 이중화 모형이 

적용된 시스템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이중화 모형은 

standby 상태가 추가 된다. standby 상태는 P_1_standby

나 P_2_standby에 있게 된다. active 상태의  시스템이 

active, aging, fail 상태에 있지 않다면, stnadby 상태의 

시스템은 active 상태가 된다. standby 상태에서  active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은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방법이 모두 적용된 모델을 설명

한다.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앞

선 모델의 상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활은 active 상

태에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active 상

태에서 재활 상태로 가더라도 standby인 시스템은 

active 상태로 전이 되지 않는다. 

Fig. 4 SRN model for network system with 2N redundancy 
and rejuvenation

Ⅴ. 성능평가

5.1. 시스템 파라미터

다중화 방식과 재활 기법이 적용된 네트워크 시스템

의 성능지표로 가용도를 사용한다. 가용도를 구하기 위

한 파라미터들은 표 1과 같으며, [4]에서 제시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파라미터들은 대부분 지수 분포 값을 가지

나, 재활주기는 상수 값을 가진다.

Table. 1 Performance parameter of system model.[4]

Parameter value(  )
rejuvenation rate 6
failure rate 0.00046296
aging rate 0.00297619
aging failure rate 0.00138889
failure detection rate 1.7
Rejuvenation trigger rate variable

 

5.2. 수치결과

본 논문에서는 단일시스템, 재활기법이 적용된  단일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재활기법이 적용된 이중화 시

스템으로 구분하여 가용도를 SPNP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그림 5는 단일시스템과 재활기법이 적용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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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가용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그림 5에서 단일 시스템은 재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주기와 관계없이 가용도는 일정하다. 재활기법이 

적용된 단일 시스템은 재활주기가 400 시간이상일 때  

재활을 하지 않은 단일 시스템보다 가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600 시간 일 때 가용도가 최대임을 알 수 있

다. 600 시간 이후 가용도는 낮아지며 재활을 하지 않은 

단일시스템의 가용도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Fig. 5 Performance analysis for single model

Fig. 6 Performance analysis for redundancy model

Table. 2 Performance analysis for 2N redundancy model

rejuvenation 
period(hour)

availability

2N redundancy
2N redundancy 

with rejuvenation

6000 0.9993565210 0.9993565032

7000 0.9993565210 0.9993565185

8000 0.9993565210 0.9993565219

9000 0.9993565210 0.9993565234

10000 0.9993565210 0.9993565223

11000 0.9993565210 0.9993565216

12000 0.9993565210 0.9993565212

그림 6과 표 2는 재활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화시

스템과 재활기법을 적용한 이중화시스템의 가용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재활주기가 8000 시간일 때 재활

기법을 적용한 이중화 시스템의 가용도가 그렇지 않은 

이중화 시스템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고, 9000 시간일 

때 최대가 되며, 그 후 재활주기가 길어질수록 가용도

는 재활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렴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화 방식과 재활기법이 적용된 네

트워크 시스템의 가용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가용도는 

재활기법을 적용한 다중화 시스템인 경우에 가장 높다. 

단일 시스템인 경우 재활기법을 적용과는 상관없이 다

중화 시스템보다 높은 가용도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적절한 주기의 재활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재활기법

이 없는 단일시스템의 가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재활기법 중  시스템의 상태를 체크하여 

노화 상태일 때만 재활을 하는 조건기반의 재활기법

과 다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가용도를 비교 분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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