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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다중화 모형과 논스톱 포워딩 기능이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

석한다. 다중화 모형 중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way redundancy, N-way active redundancy 모형에 대한 확

률적 리워드 네트(Stochastic Reward Net, SRN) 모델을 설계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해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추가한 

SRN 모델을 설계한다. 확률적 페트리 네트 패키지(Stochastic Petri Net Package, SPNP)를 활용하여 설계한 SRN 모
델의 가용도를 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effect of redundancy types and non-stop forwarding scheme on network service 
availability. We use stochastic reward net models as enabling modeling approach for the analytical evaluation. We first 
design stochastic reward nets for redundancy models with or without non-stop forwarding and then evaluate their 
availability using Stochastic Petri Ne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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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고 가용도 보장은 필수적이다[1]. 가용

도란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즉, 시스템의 총 운영 

시간에 대한 시스템의 가용 시간의 비가 가용도이다[2]. 
고 가용성 시스템 또는 고 가용성 서비스는 가용도 

99.999% (five 9’s) 즉, 1년에 5.28분 이하의 고장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3]. 네트워크에서 고 가용성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중화 방식

이 있다[2]. 또한 논스톱 포워딩 기능도 네트워크의 가

용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4].
다중화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 중

인 한 시스템이 고장나는 경우 고장난 시스템을 예비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

는 방법이며, 예비 시스템의 수에 따라 단일화, 이중화, 
삼중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시스템을 운

용하는 방식에 따라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M redundancy, N-way redundancy, N-way active 
redundancy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논스톱 포워딩 기능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제어 평

면과 포워딩 평면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제어 평면이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워딩 

평면은 포워딩 테이블의 업데이트를 보류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테이블 정보를 바탕으로 패킷 전달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4]. 따라서 논스

톱 포워딩은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및 삼중화 시스템을 고려한다.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way active redundancy 
방식을 고려하며, 삼중화 시스템에서는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way redundancy, N-way active 
redundancy 방식을 적용한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확률

적 리워드 네트(stochastic reward net, SRN) 모형을 설

계하고, 확률적 페트리 네트 패키지(Stochastic Petri Net 
Package, SPNP)를 활용하여 가용도를 분석하며, 각각

의 방식에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적용하여 추가로 SRN 
모형을 설계한 후, 역시 SPNP을 이용하여  가용도를 비

교 분석한다.

Ⅱ. 관련 연구

2.1. 다중화 시스템

다중화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 중

인 한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고장이 발생한 시스템을 

예비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

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M redundancy, 
N-way redundancy, N-way active redundancy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service 
instance, SI)에 대해 다수 개의 서비스 유니트(service 
unit, SU)를 갖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각 SU는 액티브

(active), 스탠바이(standby), 스페어(spare), 폴트(fault)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나의 SI만 고

려하는 경우에 N+M redundancy 방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SU가 하나인 단일화 시스템은 no redundancy 외
의 다중화 방식은 적용될 수 없다.

No redundancy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SU는 액티브 상태에 있고, 나머지 SU는 스페어 상태에 

있다. Active 상태의 SU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SU는 

폴트 상태가 되고, 스페어 상태의 SU 중 하나가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폴트 상태의 SU는 복구 후 스페

어 상태가 된다[1]. SU가 하나인 단일화 시스템은 하나

의 액티브 SU만 있고, SU가 두 개인 이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하나의 스페어 SU로 구성되며, 
SU가 세 개인 삼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두 

개의 스페어 SU로 구성된다.
2N redundancy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SU는 액티브 상태에 있으며, 다른 하나의 SU는 스탠바

이 상태에 있고, 나머지 SU는 스페어 상태에 있다. 액티

브 상태의 SU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SU는 폴트 상태

가 되고, 스탠바이 상태의 SU가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

며, 스페어 상태의 SU 중 하나가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

하게 된다. 폴트 상태의 SU는 복구 후 스페어 상태가 된

다[1]. 정상 적인 상황에서 SU가 두 개인 이중화 시스템

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하나의 스탠바이 SU로 구성되

며, SU가 세 개인 삼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하나의 스탠바이 SU 그리고 하나의 스페어 SU로 구성

된다.
N-way redundancy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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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U는 액티브 상태에 있고, 다수 개의 SU는 스탠바이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SU는 스페어 상태에 있다. 액티

브 상태의 SU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SU는 폴트 상태

가 되고, 스탠바이 상태의 SU 중 하나가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며, 스페어 상태의 SU 중 하나가 스탠바이 상태

로 전환하게 된다. 폴트 상태의 SU는 복구 후 스페어 상

태가 된다[1]. 정상적인 상황에서 SU가 두 개인 이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하나의 스탠바이 SU로 

구성되어 2N redundancy 방식과 동일하며, SU가 세 개

인 삼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액티브 SU와 두 개의 스탠

바이 SU로 구성할 수 있다.
N-way active redundancy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N 개의 SU가 액티브 상태에 있고, 나머지 SU는 스페어 

상태에 있다. 액티브 상태의 SU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

당 SU는 폴트 상태가 되지만, 다른 액티브 SU에 의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스페어 상태의 

SU 중 하나가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폴트 상태

의 SU는 복구 후 스페어 상태가 된다[1]. 정상적인 상황

에서 SU가 두 개인 이중화 시스템은 두 개의 액티브 SU
로 구성할 수 있고, SU가 세 개인 삼중화 시스템은 두 

개의 액티브 SU와 하나의 스탠바이 SU로 구성할 수도 

있고 ,세 개의 액티브 SU로 구성할 수도 있다.

2.2. 시스템 분석 모델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교적 간편하게 모형화 

하는 방법으로 페트리 네트가 있다[5]. 페트리 네트는 

장소, 전이, 아크, 토큰으로 구성되며, 장소는 원, 전이

는 막대 , 토큰은 점이나 숫자로 표시한다. 토큰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이를 통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를 발사라고 한다. 이때 전이는 활성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전이와 입력아크로 연결된 장소들에 각각 토큰이 

한 개 있으면 그 전이는 활성화 상태에 있다고 한다[6].
추계적 페트리 네트는 페트리 네트를 확장한 것으로 

각 전이가 활성화된 후 토큰을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지수분포를 따른다[6]. 따라서 추계적 페트리 네트는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페트리 네트

에 비해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더 용이하다.
추계적 페트리 네트를 확장한 일반 추계적 페트리 네

트는 일반적인 전이인 지연 전이 외에 즉시 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지연 전이는 전이가 활성화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사가 되는데 반해, 즉시 전이는 전이

가 활성화되자마자 토큰이 발사된다[7].
일반 추계적 페트리 네트에 모델링 기능을 강화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간결하게 모델링해 줄 수 있도록 확장

한 것이 SRN이다. SRN은 전이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가드 기능이 있으며, 각 상태에 보상율

을 부여할 수 있다. SRN에서는  장소 내의 토큰 수에 대

한 함수로 보상률을 지정하여,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SRN은 SPNP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SPNP는 수학적인 방법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RN 
모형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Ⅲ. 다중화 시스템의 SRN 모형

다중화 시스템의 SRN 모형은 기본적으로 active, 
standby, active_faulty, standby_faulty, instantiated, 
uninstantiated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되지만, standby, 
standby_faulty 상태가 없는 다중화 방식도 존재한다.

그림 1은 standby 상태가 없는  SRN  모형이다. 
Standby 상태가 없는 SRN 모형은 active, active_faulty, 
uninstantiated, instantiated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되고, 
각각의 상태를 하나의 장소로 표시한다. 그 중 active에 

토큰이 있을 때 active SU, instantiated에 토큰이 있을 

때 spare SU 이라고 한다. 전이 는 SUi가 active 상
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정상 상태에

서 결함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발생률이 인 지

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임의의 SUi가 active 상태

에서 active_faulty 상태로 전이된 경우, 아직 장애에 대

한 격리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Fig. 1 SRN model for SU without standb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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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는 SUi가 active_faulty 상태에서 클린업 과

정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 기간은 발생률이 

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SUi가 클린

업 과정을 마치고 uninstantiated 상태가 되어야 복구 절

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전이 는 SUi가 복구 절차를 

수행함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발생률이 인 지수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전이 는 instantiated 된 

SU에 active 역할이 할당됨을 의미하며, 전이를 완료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발생률이 인 지수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한다[7].
다음은 standby 상태가 있는 SRN 모형의 설명이다.
그림 2는  standby 상태가 있는 SRN  모형이다.  

Standby 상태가 있는 SRN 모형은 active, active_faulty, 
standby, standby_faulty, uninstantiated, instantiated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되고, 각각의 상태를 하나의 장소

로 표시한다. 그중 active에 토큰이 있으면 active SU, 
standby에 토큰이 있으면 standby SU, instantiated에 토

큰이 있으면 spare SU이다. 
전이 와 는 SUi가 각각 active 상태와 

standby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정상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발생률

이 각각 와 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전이 와 는 SUi가 각각 active_faulty 상태와 

standby_faulty 상태에서 클린업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기간은 발생률이 각각 와 인 지

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전이 는 SUi를 복구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 기간은 발생률이 

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Fig. 2 SRN model for SU with standby state

전이 는 SUi가 standby 상태에서 active 상태

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며, 가드(guard) 조건 

를 만족할 때 활성화되고, 전이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발생률이 인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전이 와 는 instantiated된 SUi가 

각각 standby 상태와 active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

내며, 각각 가드 조건 와 를 만족할 때 활성화

되며, 전이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발생률이 각각 

와 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가드 조

건들은 표 1과 같다.

Table. 1 Guard conditions for SRN model with standby 
state

Guard Condition


There are neither active SUs nor active_faulty 
SUs.


There is at most one active or active_faulty SU, 
but there are neither standby SUs nor 
standby_fauly SUs.


There are neither active SUs, active_faulty SUs, 
nor standby SUs.

다음은 단일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그리고 삼중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단일화 시스템은 SU가 1
개로 구성되고, 그림 1의 standby가 없는 SRN 모형으로 

구성된다. 이중화 시스템은 SU가 2개로 구성된다. 그림 

1의 standby가 없는 SRN 모형이 active SU와 spare SU
로 구성되면 no redundancy 이중화 시스템이고, 두 개

의 active SU로 구성되면 N-way active redundancy 이
중화 시스템이다. 그림 2의 standby가 있는 SRN 모형이 

active SU와 standby SU로 구성되면 2N redundancy 이
중화 시스템이다.

삼중화 시스템은 SU가 3개로 구성된다. 그림 1의 

standby가 없는 SRN 모형이 active SU 1개와 spare SU 
2개로 구성되면 no redundancy 삼중화 시스템이고, 
active SU 3개로 구성되면 N-way active redundancy 삼
중화 시스템이다. 그림 2의 standby가 있는 SRN 모형이 

active SU 1개,  standby SU 1개 그리고 spare SU 1개로 

구성되면 2N redundancy 삼중화 시스템이고, active SU 
1개와 standby SU 2개로 구성되면 N-way redundancy 
삼중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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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RN model for non-stop forwarding

이렇듯 다양한 다중화 시스템과 논스톱 포워딩 기능

을 추가하면 네트워크 가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다
음은 논스톱 포워딩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3은 논스톱 포워딩의 SRN 모형이다. 논스톱 포

워딩은 NSF_off, NSF_on, NSF_expire중 하나의 상태

에 있게 되고, 각각의 상태를 하나의 장소로 표시한다. 
여기서 NSF_off는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 
NSF_on은 논스톱 포워딩 기능이 동작하는 상태, 
NSF_expire는 논스톱 포워딩 기능 동작은 종료했으나, 
시스템이 복구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시 전이 

은 시스템이 운영 중에 고장으로 논스톱 포워

딩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며, 가드 조건 

을 만족할 때 활성화된다. 즉시 전이 는 논스톱 

포워딩 상태에서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종료하고, 시스

템 운영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며, 가드 조건 

를 만족할 때 활성화된다. 
전이 는 논스톱 포워딩 기간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데, 논스톱 포워딩 기간은 발생률이 인 지

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즉시 전이 는 

논스톱 포워딩 기간이 끝났으며, 시스템이 복구된 상태

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가드 조건 를 만

족할 때 활성화된다.

Table. 2 Guard conditions for non-stop forwarding

Guard Condition

 There are no active SUs.

 There is at most one active SU.

 There is at most one active SU.  

Ⅳ. 다중화 모형의 성능평가 

4.1. 시스템 파라미터

다중화 모형의 성능지표는 가용도이다. 가용도를 구

하기 위한 성능 파라미터들은 표 3과 같으며, 이들 파라

미터 값 중 일부는 [8]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파라미터들은 지수분포를 따른다.

Table. 3 Performance parameters of redundancy model 
for non-stop forwarding 

parameters value 
(sec-1) meaning

 

 active failure rate 
(MTTF = 12 hours)

 

 standby failure rate 
(MTTF = 100 hours)

 

 cleanup rate for an active 
component

 

 cleanup rate for a standby 
component

 


instantiation rate

 

 switching from standby to active 
assignment rate

 


active assignment rate

 


standby assignment rate

 

 non-stop forwarding expiration 
rate

4.2. 논스톱 포워딩 기능이 추가된 다중화 시스템의 가용도

논스톱 포워딩 기능의 유무에 따른 다중화 시스템의 

가용도 분석을 위해 다중화 모형을 SU 개수에 따라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way redundancy 그리고 

N-way active redundancy 모델로 구분하여 가용도를 비

교한다. 
표 4는 논스톱 포워딩 기능 유무와 SU 개수 따라 다

중화 시스템을 구분하여 가용도를 나타낸 표이다. 논
스톱 포워딩 기능 유무에 따른 가용도 비교와 다중화 

모형 간의 가용도 비교에 초점에 맞추어 설명한다. 먼
저 SU가 1개인 경우는 단일 시스템으로 논스톱 포워딩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다중화 모형의 가용도 분석

2833

number of SUs redundancy type redundancy figure NSF availability (%)

1 No redundancy One active
X 99.998451

O 99.999169

2 No redundancy One active, one spare
X 99.999724

O 99.999955

2 2N One active, one standby 
X 99.999844

O 99.999985

2 N-way active Two actives
X 100.000000

O 100.000000

3 No redundancy One active, two spares
X 99.999825

O 99.999982

3 2N One active, one standby, one spare
X 99.999845

O 99.999986

3 N-way One active, Two standbyes
X 99.999891

O 99.999992

3 N-way active Three actives
X 100.000000

O 100.000000

Table. 4 Availability of redundancy systems in one, two, and three SUs with/without NSF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용도 99.998451%를 보였

다. 따라서 고 가용도를 보장하지 않지만, 논스톱 포워

딩 기능을 지원하면  99.999169%로 고 가용도를 보여

준다. 
SU가 2개인 이중화 시스템의 경우는 3개의 다중

화 모형들을 만들 수 있다. SU의 상태에 따라 no 
redundancy, 2N redundancy 그리고 N-way active 
redundancy 모형으로 구분된다. SU가 2개인 경우, 모두 

고 가용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가용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스톱 포워딩 기능의 유무에 따른 가용도 

향상은 no redundancy 모형이 가장 많이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SU가 3개인 삼중화 시스템의 경우 4개의 다중화 모

형을 만들 수 있다. SU의 상태에 따라  no redundancy, 
2N redundancy, N-way redundancy 그리고 N-way 
active redundancy 모형으로 구분된다. SU가 3개인 경

우에도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가용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no redundancy 모델이 논스톱 포

워딩 기능 유무에 따라 가용도 향상에 가장 많이 영향 

받는다.

다음으로 다중화 모형간 가용도를 비교 해 보자. 먼
저 N-way active redundancy 모형의 경우 SU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가용도 100%를 보장한다. SU가 2개인 no 
redundancy 이중화 모형과  SU가 3개인 no redundancy 
삼중화 모형을 비교하면, 논스톱 포워딩 기능의 유무에 

따른 가용도 향상은 SU가 2개인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을 알 수 있다. 2N redundancy 모형은 SU의 개수

와  상관없이 가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SU가 2개인 

2N redundancy 이중화 모형이 운용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2N redundancy 모형보다 높은 가

용도를 얻기 위해서는 N-way redundancy 삼중화 모형

을 활용해야하며,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추가하면 더 

좋은 가용도를 확보할 수 있다.
SU의 개수와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N-way active redundancy,  N-way redundancy, 
2N redundancy, no redundancy 모형 순으로 가용도가 

좋은 걸 알 수 있으며, 논스톱 포워딩 기능 지원 여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모형은 no redundancy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사용하

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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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다양한 영역에서 고 가용성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 분야

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네트워크 연결의 제

공은 서비스 사용자 뿐 아니라 제공자 측면에서도 중요

한 요구사항이다. 끊김없는 네트워크 연결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

크 장치의 높은 가용성 보장이 필수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장치의 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

한 논스톱 포워딩 기능의 유무에 대한 다중화 시스템들

의 가용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논스톱 포워딩 기능이 

다중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논스톱 포워딩 기능을 추가 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장치

를 다중화 시스템으로 설계 할 때 효율적인 설계가 가

능하고, 이들 장치로 구성된 고 가용성 네트워크를 통

해 결국 끊김없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2N redundancy 이중화 모형에서 논

스톱 포워딩 기능을 지원하면 99.999%의 가용도를 

99.9999%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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