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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및 사용자의 요구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운용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 PBNM(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IP 망을 대상으로 관리의 복잡성, QoS 및 보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으로 PBNM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BNM 기술 및 관련한 제반 

기술들과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IP 망에서 VPN 및 VoIP, 통합메세징 등의 

서비스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운용관리시스템을 설계하

였다. 또한 PBNM 기술관련 당면 문제점들을 기술하였다. 

 
1. 서론 

 
오늘날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통신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인터넷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서비스들이 IP 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IP 망의 

best-effort 방식은 한계가 있다. VoIP 혹은 VPN, 

원격진료와 같은 서비스들은 전통적인 IP 망의 

best-effort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엄격한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은 차세대 망(Next 

Generation Network)에서는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망에 대한 더 높은 가용성과 신뢰도 요구와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멀티미티어의 등장은 망의 

부하를 급속히 증가시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망 자원을 늘리더라도 트래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환경은 여러 

업체의 다양한 장비가 존재하며,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망(Converged Network)에서 제공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운용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관리를 단순화 및 자동화할 

수 있는 운용관리시스템(OSS: Operation 

Supporting System)의 설계 및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PBNM(Policy-

Based Network Management)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P 망을 대상으로 관리의 

복잡성, QoS 및 보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PBNM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PBNM 기술이란 비지니스 및 서비스 차원의 

관리정책(management policy)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일관된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1-2]. 

이와 관련하여 IETF 의 Policy work group 은 정책 

정의 및 관리를 위해 확장성과 보안을 고려한 

framework 을 정의하고 있다. 이 framework 는 

정책 규칙을 정의 및 저장, 실행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3]. IETF 는 

정책을 정의하고 실행할 대상인 망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DMTF 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을 

적용하고 있다.  

CIM 은 NE(Network Element)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정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용정보모델이며, 이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한 스크립트로 MOF(Managed Object 

Format)를 사용한다[4]. 

이러한 PBNM 기술의 장점은 사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특성 및 로직을 미리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장비의 구성 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는 수동 구성 및 제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정책을 

바꿈으로써 서비스의 특성 및 제어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동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통합된 저장소에 

저장됨에 따라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 

혹은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PBNM 기술은 CIM/DEN 을 기반으로 모든 

관리대상들을 모델링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망 자원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관리대상을 표준에 따라 모델링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통합된 장소에 저장함으로써 

일관된 관점에서 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속성 및 관리 정책을 정의함으로써 신규 서비스가 

생성되고,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됨으로써 

신규 서비스 생성 및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BNM 기술을 통해 기존 

관리시스템들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선, 2 장에서는 

PBNM 관련 표준화 및 연구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정책기반관리 기술을 

설명하고, 4 장에서는 VPN 이나 VoIP 등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PBNM 기술기반 관리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정책기반관리 

기술에 대해 결론을 짓고, PBNM 기술의 당면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2. Related Works 

 

이 장에서는 PBNM 기술을 위한 관련 제반 
기술인 CIM(Common Information Model) 및 DEN, 
관련 프로토콜인 COPS 및 LDAP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2.1 CIM (Common Information Model) 
 

CIM 은 관리대상인 실세계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스키마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specification 과 
schema 로 구분된다[7]. 
CIM specification 는 관리대상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와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CIM 은 특정 구현기술과는 무관한 기술 

중립적인(implementation neutral) 정보모델로써, 

객체지향 페라다임을 기반으로 하며, MOF(Managed 

Object Format)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관리정보를 기술한다. CIM schema 는 표준 형태로 

관리대상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여러 구현 

모델을 제공한다. CIM schema 는 core model 과 

common model, extent ion schema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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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IM core model hierarchy 

 
core model 은 관리를 위한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정의한 범용 정보모델로써, 

CIM schema 의 프레임웍을 형성한다. core 

model 은 Managed Element 및 Managed System 

Element, Physical Element, Logical Element, 

Product, Collection, Setting, Logical Device, 

System 클래스로 구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클래스들이 파생된다. 

Common model 은 여러 관리 영역들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추출하여 정의한 

정보모델로써, 특정 기술이나 구현기법에 

독립적이다. 관리영역에는 system 및 application, 

database, network, device model 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core model 과 common 

model 를 합쳐서 CIM schema 로 표현된다. 

Extension schema 는 앞에서 언급한 common 

model 로부터 구현 기술 등에 따라 그에 맞도록 

확장 정의한 schema 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extension schema 로는 Microsoft 사의 win32 

schema 가 있다. 

MOF 는 IDL 를 기반으로 DMTF 에서 CIM 이나 

WBEM(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등에서 

schema 를 기술하기 위해 정의한 언어로써, 

schema 를 기술하기 위해서 Keywords 및 Comments, 

validation Context, Naming of schema elements, 

class declarations, Qualifier declarations, 

instance declarations, method declarations, 

compiler declarations, Initializes 의 10 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2.2 DEN (Directory Enabled Network) 
 

DEN 은 디렉토리 안에 네트워크 요소 및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준 정보 모델을 
개발하도록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가 후원하는 산업 이니셔티브이다. CIM 이 
관리 환경내의 관리 개체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정보모델(information model)이라면, DEN 은 이를 
기반으로 정보 모델의 저장(repository) 방법 및 
접근 프로토콜 등을 고려한 구체화된 데이터 
모델(data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DEN 은 CIM 을 
기반으로 정보모델을 확장하고, 접근 프로토콜은 

LDAP 를, 정보 저장을 위해 Directory 를 
사용한다[8-10]. 디렉토리는 실제로는 분산되고 
논리적으로 중앙화된 저장소로써, 디렉토리에 
네트워크의 상태를 저장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2.3 COPS (Common Open Policy Service) 
 

COPS 는 PDP(Policy Decision Point)와 

PEP(Policy Enforcement Point)간에 정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TCP 기반의 질의-

응답(query-and-response) 프로토콜이다[11]. 

PEP 는 라우터 혹은 IP 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들로써, PDP 에서 결정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PDP 는 특정 클라언트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인가(authentication) 혹은 적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어기라고 할 수 

있다. PEP 는 PDP 에 대해 요청, 갱신 및 삭제 

명령을 보내고, PDP 는 PEP 에게 결정을 내려 

보내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다. 

COPS 는 자기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객체로써, 프로토콜 자체의 변경없이 다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COPS 는 인증 및 메시지 

무결성(integrity)을 위해 메시지 차원의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PDP 와 PEP 간의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IPSEC 과 같은 프로토콜을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COPS 는 PDP 와 PEP 간의 

상태 정보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PEP 에 의해서 

발생한 요청들의 상태는 PEP 로부터 삭제 요청이 

올 때까지 PDP 에도 상태 정보가 저장된다. 

COPS 메시지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 Version : COPS version 명시  

(현 Version : 1). 

- Flags : 다른 COPS 메시지에 의해 요청될 

경우 1 로 설정되며, 그외는 0 

- OP Code: 10 개의 COPS operation 을 

나타냄 

- Client-type: 정책 클라이언트를 식별 

- Message length: byte 단위의 메시지 

길이 

Data: 전달할 데이터 내용 



 

 

version flags OP code

8 bits8 bits 8 bits 8 bits

Client-type

Message Length

Data …
 

그림2. COPS header 

 
 

표1. COPS OP Code 
OP Code 의미 메시지 송수신

Request (REQ) PEP의 현 상태를 보고함 PEP  PDP 

Decision(DEC) 
REQ 메시지에 대한 회신 혹은 PDP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PEP로 보냄. 
PEP  PDP 

Report State(RPT) 
PDP로부터 받은 정책의 수행 성공 여부를 

PDP로 통보 
PEP  PDP 

Delete Request 

State(DRQ) 

PDP에게 이전에 보낸 REQ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통보 
PEP  PDP 

Synchronize State 

Request (SSQ) 
PDP가 PEP에게 RTP 메시지를 보내도록 요청 PEP  PDP 

Client-Open (OPN) 
PEP가 REQ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PDP와의 

연결을 요청 
PEP  PDP 

Client-Accept (CAT) PEP의 OPN 메시지를 수용 PEP  PDP 

Client-Close (CC) 해당 클라이언의 연결이 종료됨을 알려줌 PEP  PDP

Keep Alive(KA) 
일정 기간동안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을 경우 

연결을 계속 유지할 것을 확인하기 위함 
PEP  PDP 

Synchronize 

Complete (SSC) 

PDP의 SSQ 메시지에 대한 동기화가 완료되었음 

PDP에게 통보 
PEP  PDP 

 
 

PEP 와 PDP 간에 정책 교환 및 설정을 위해 

outsourcing 과 provisioning 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Outsourcing 모델은 PEP 가 특정 event 에 대한 

행위를 결정을 할 때, 이를 PDP 에게 통보하고 

정책 결정을 PDP 에게 위임(outsourcing)하는 

방식이다. 

Provisioning 모델은 PDP 가 사전에 PEP 를 

대상으로 구성 및 pre-provision 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PEP 의 event 에 대한 

수동적인 조치보다는 정책의 전략적 변경이나 

계정 및 일정 변경 혹은 PEP 이외의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결정된 정책을 PEP 에 

반영하는데 사용된다. Policy provisioning 을 

위해서는 COPS 로부터 확장한 COPS– PR (COPS for 

Provisioning: RFC 3084)을 사용한다[11-12]. 



 

 
 

2.4 LDAP (Light 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디렉토리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망 장비 

및 사용자, 서비스 등을 한곳에 모아두는 일종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각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분산 수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다운에 대비할 수 있는 등 네트워크 운용 

편리성이 높다. 

LDAP 은 인터넷상에서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표준 프로토콜로써, 조직이나 개체,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이나 장치 등의 자원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LDAP 은 IETF 에서 

표준화되고 있으며, LDAPv3 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LDAPv2 는 RFC1777 에, 

LDAPv3 는 RFC2251 에 문서화되어 있다. 

PBNM 기술에서 LDAP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LDAP 디렉토리는 그 설계상 데이터의 

검색이나 읽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졌다. PBNM 에서 발생한 operation 은 

정의된 정책에 대한 검색 및 읽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LDAP 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 

또한 실세계는 단순한 평명 구조가 아닌 계층적 

구조로 표현되며, 디렉토리는 이런 계층적 구조를 

제공한다. 디렉토리는 각 속성이나 오브젝트에 

대한 보안 접근 권한을 지원한다. 또한 표준화를 

지원하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4]. 
 
 
3. 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Technology 
 

PBNM 기술은 비지니스 및 서비스 차원의 

관리정책(management policy)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망(network)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3.1 정책(Policy) 

PBNM 기술에서 정책은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 

및 제어하기 위한 규칙의 집합으로써, 특정 

상황(condition)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행위(action)의 목적 및 순서, 방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규칙들이다[3]. 

또한 지속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구축된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상황에 대해 조치한 여러 

운용관리 행위들중에서 최상의 결과를 낸 행위, 

즉, 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합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기반관리에서 정책 정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정책은 향후 지속적인 

운용관리를 통해서 적용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재정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차원의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행위를 위해 네크워크에서 실행 가능한 차원의 

명령으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조건(condition)과 이에 

상응하는 행위(action)의 쌍으로 구성된다. 

Condition 은 정책이 적용될 조건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사용자 이름, IP 주소, 포트 및 

프로토콜 등의 파라미터들이 포함될 수 있다. 

Action 은 condition 이 발생할 때 어떤 정책 

규칙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정의한 것이다. 즉, 망 

트래픽이나 망 자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operation 을 말한다[4]. 

정책 모델링을 위해 IETF policy framework 

work group 과 DMTF 에서 정책 정의를 위한 

framework 으로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RFC3060)을 정의하였다[3]. PCIM 에서는 정책 

정보의 표현 및 제어를 위한 구조적 클래스  

(structural class)와 구조적 클래스 개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연관 클래스(association 

class), 2 종류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PCIM 을 기반으로 이를 확장한 PCIM 

extensions 을 정의하고 있다. PCIMe 에서는 크게 

2 가지가 변경되었는데, 첫째, header 

filtering 과 같이 클래스들이 신규로 추가되었 

으며, 둘째, policyRulePriorities 와 같이 기존 

에 있던 클래스들이 삭제되었다. PCIMe 의 클래스 

에 대한 inheritance hierarchy 는 그림 3 와 

같다[4]. 
 



 

ManagedElement (abstract, PCIM)
Policy (abstract, PCIM)

policyAction (abstract, PCIM)
VendorPolicyAction
SimplePolicyAction
CompoundPolicyAction

PolicySet (abstract)
PolicyGroup
PolicyRule

PolicyCondition (abstract)
PoliicyTimePeriodCondition
VendorPolicyCondition
SimplePolicyCondition
CompoundPolicyCondition

CompoundFilterCondition
PolicyVariable (abstract)

PolicyExplicitVariable
PolicyImplicitVariable (abstract)

PolicyValue (abstract)
Collection (abstract)

PolicyRoleCollection

ManagedElement (abstract, PCIM)
ManagedSystemElement (abstract)

LogicalElement (abstract)
System

AdminDomain (abstract)
ResuablePolicyContainer
PolicyRepository (deprecated)

FilterEntryBase (abstract)
IpHeadersFilter
8021Filter

FilterList

 
그림 3.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Extensions Class Inheritance Hierarchy 

 
또한 Policy QoS Information Model 에서는 

PCIMe 을 기반으로 망의 QoS 와 관련하여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정책 모델을 정의하고, 

특히 Differentiated Service 및 Integrated 

Service 을 위한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정보모델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 정보모델을 새로이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장치를 위해 기존의 정책 모델을 

상속하여 재정의할 수도 있다. 그림 4 는 QoS 

정의를 위한 정보 모델 흐름을 나타내며, 

그림 5 는 DiffServ 와 IntServ 을 위한 QoS 관리를 

위한 DiffServ 의 제어 메커니즘과 RSVP 구성을 

위한 정보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은 이러한 policy information model 을 기반으

로 policy editor 를 통해서 정책을 정의한 예를 나
타낸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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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QoS definition information flow 



 

ManagedElement (abstract, PCIM)
Policy (abstract, PCIM)

policyAction (abstract, PCIM)
SimplePolicyAction(PCIMe)

QoSPolicyRSVPSimpleAction (QPIM)
QoSPolicyDiscardAction (QPIM)
QoSPolicyAdmissionAction (abstract, QPIM)

QoSPolicyPoliceAction (QPIM)
QoSPolicyShapeAction (QPIM)
QoSPolicyRSVPAdmissionAction (QPIM)

QoSPolicyPHBAction (abstract, QPIM)
QoSPolicyBandwidthAction (QPIM)
QoSPolicyCongestionControlAction (QPIM)

QoSPolicyTrfcProf (abstract, PCIM)
QoSPolicyTokenBucketTrfcProf (QPIM)
QoSPolicyServTrfcProf (QPIM)

policyValue (abstract, PCIMe)
QoSPolicyDNValue (PCIMe)
QoSPolicyAttributeValue (QPIM)

ManagedElement (abstract, PCIM)
Policy (abstract, PCIM)

policyVariable (abstract, PCIMe)
PolicyImplicitVariable(abstract, PCIMe)

QoSPolicyRSVPVariable (abstract, QPIM)
QoSPolicyRSVPSourceIPv4Variable(QPIM)
QoSPolicyRSVPDestinationIPV4Variable (QPIM)
QoSPolicyRSVPSourceIPv6Variable(QPIM)
QoSPolicyRSVPDestinationIPV6Variable (QPIM)
QoSPolicyRSVPSourcePortVariable (QPIM)
QoSPolicyRSVPDestinationPortVariable (QPIM)
QoSPolicyRSVPIPProtocolVariable (QPIM)
QoSPolicyRSVPIPVersionVariable (QPIM)
QoSPolicyRSVPDCLASSVariable (QPIM)
QoSPolicyRSVPStyleVariable (QPIM)
QoSPolicyRSVPDintServVariable (QPIM)
QoSPolicyRSVPMessageTypeVariable (QPIM)
QoSPolicyRSVPPreemptionPriorityVariable (QPIM)
QoSPolicyRSVPPreemptionDefPriorityVariable (QPIM)
QoSPolicyRSVPUserVariable (QPIM)
QoSPolicyRSVPApplicationVariable (QPIM)
QoSPolicyRSVPAuthMethodVariable (QPIM)  

그림 5. Policy QoS Information Model Class Inheritance Hierarchy 

 
3.2 PBNM 컴포넌트 

PBNM 기술의 컴포넌트로는 관리정책을 
저장하는 정책 저장소(policy repository)와 정책 
저장소를 참조하여 각 장비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PDP 와 장비의 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PDP 로 통보하고, 이에 대해 PDP 로부터 
받은 정책을 실행하는 PEP 로 구성된다. 또한 
PDP 와 정책 저장소간의 프로토콜로는 LDAP 을, 
PDP 와 PEP 간의 프로토콜로 COPS 를 정의하고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3.2.1 PDP (Policy Decision Point) 

PDP 는 PEP 로부터 받은 정책 요청에 대해 적절

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PEP 로부터 보고 또는 
요청받은 정보를 통해 상태를 분석하고, 정책 저
장소에서 필요한 정책을 찾아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PEP 로 회신한다. 이를 위해 PDP 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PEP 로부터 해당 인터페이스 혹은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책 요청(policy REQuest)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수신된 
상태 혹은 요청에 맞는 정책을 정책 저장소로부터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 경우, 여러 개의 

PDP 가 존재할 수 있으며 PEP 간의 정책에 대한 
불일치(confliction)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셋째, PIB(Policy Information  

그림 6. Policy 예 

 

Base)로부터 해당 PEP 관련하여 검색된 정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결정된 

정책을 PEP 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PEP 로 회신할 수 있어야 한다. 

 

3.2.2 PEP (Policy Enforcement Point) 

PEP 는 장비의 구소 요소 및 정책 등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PDP 로 보고하며, 이에 
대해 PDP 로부터 받은 정책을 해석하여 대상 
장비에 명령을 실행한다. 
 

3.2.3 Policy Repository 

정책 저장소는 재사용 가능한 정책 요소(policy 
element)에 대한 논리적 컨테이너를 나타낸 추상 
모델이며, 정책 규칙 및 관련 조건과 행위, 관련 
정책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범위 및 naming 를 
나타내는 논리적 컨테이너이다[4]. 또한 조건과 
행위 및 정책 규칙, 관련된 정책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로써, 데이터베이스 혹은 
디렉토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3.2.4 Policy Console 

정책을 새로이 정의 및 변경, 삭제할 수 있는 
정책 관리 도구이다. 이를 위해 policy information 
model 에 대한 parsing 기능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책 정의를 위한 편집기 및 문맥 번역과 같은 
기능들이 필요하다. 

 
 
 

4. PBNM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 관리 

시스템 설계 

최근 인터넷이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됨에 따라 
VPN 및 VoD, VoIP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QoS 로 제공받기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부서간에 인트라넷 구축을 위해 VPN 서비스를 

매일 9 시에서 18 시까지는 100 Mega bps 속도로, 

18 시 이후부터 익일 9 시까지는 1Mega bps 속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매주 월요일 10 시에서 

12 까지는 여러 곳에 분산된 부서간에 화상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요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해 앞에서 기술한 PBNM 기술을 적용한 

IP 망에서의 서비스 관리시스템 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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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BNM 기술의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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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BNM 기반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조 
 

4.1 User Profiler Module 

User Profiler module 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및 변경, 삭제한다. 즉, 사용자 혹은 
운용자가 Web 등을 통해서 자신 정보 및 가입을 
원하는 서비스 및 사용 일정/기간, QoS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user profiler module 에 의해서 
user profile 이 생성된다. 이 정보는 directory 
서버에 저장되며, LDAP API 를 통해서 directory 와 
연동한다. 

User profile 이 생성되면 사용자가 가입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정책이 
Service Activator 에 의해서 생성되며, directory 에 
저장된다. User profile 에는 사용자 ID 및 사용자 
연락처, 주소 그리고 각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위치 및 사용 일정/기간, QoS, 보안 정보 등을 
포함한다. 

 
4.2 Service Profiler Module 

Service Profiler Module 은 서비스를 생성 및 변경, 
삭제한다. 시스템 관리자가 service profile 를 
새롭게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ervice profile 에는 bandwidth 및 
delay, jitter 에 대한 임계치와 보안 등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4.3 Policy Editor 

Policy Editor 는 정책을 생성 및 변경, 삭제한다. 
이렇게 생성된 정책들은 directory 에 저장된다. 

정책 정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랜 
운용관리 경험과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각 상황 및 서비스에 
적절한 action 을 정의하게 된다. Policy Editor 는 
기존 PIB 에 정의된 policy 클래스들에 대한 parsing 
기능과 정책 정의를 위한 편집기능, 문맥 검사 
기능 등이 포함된다. 
 

4.4 Service Activator 
user profile 이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user 

profile 에 명시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정책을 정의하고, 이를 directory 에 저장한다. 
이 정보는 Application controller 에 의해서 user 
profile 에 명시된 일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사용된다.  
 

4.5 Service Controller 

Service Controller 는 Service Activator 을 통해 
정의된 서비스 생성 정책에 따라 Application 
Controller 에 의해 제공된 이후,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user profile 혹은 service profile 에 
명시된 QoS 혹은 보안 등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반 시 정의된 관리정책에 따른 
제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Service Controller 는 정의된 정책에 

따른 관리가 가능한 프레임웍을 제공한다. Service 
Controller 의 주요 기능은 PEP 혹은 service profile 



 

및 user profile 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요청을 받아 이를 해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디렉토리 서버로부터 정책 규칙, 요청한 
장비의 상태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안 등 
필요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참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Service Controller 는 정책을 수행할 대상 
PEP 들에 대한 접근 프로토콜 및 하드웨어적인 
특성 등에 무관한 논리적인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Network Resource Controller 모듈로 
전달하며, Network Resource Controller 모듈에서는 
대상 장비에 대한 정보를 directory 에서 참조하여 
해당 PEP 혹은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변환하여 전달한다.  

 
4.6 Directory 

directory 는 user profile 및 service profile, NE, 
서비스 생성 및 관리 정책 등에 대한 정보 및 
이들간의 논리적인 관계, 데이터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용 데이터 모델이다. 이러한 
directory 에 대한 접근 LDAP API 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4.7 Application Controller 

user profile 에 명시된 서비스 및 사용 일정, QoS 
등을 참조하여 해당 서비스를 지정된 일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Application Controller 는 각 user profile 등에 명시된 
일정/기간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일정관리 및 신호처리 기능 등을 가진다. 
 

4.8 Event Collection & Notification Server 

서비스 혹은 다양한 NE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event 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또한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filtering 및 상관관계 분석, root cause 
analysis 등을 통해 Service Controller 나 다른 관련 
시스템으로 통보한다.  
 
4.9 Network Resource Controller 

Network Resource Controller(NRC) 모듈은 Service 
Controller 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 장비에 
적용하기 위해 장비와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이를 
통해 서비스 혹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통신사업자들의 망을 
구성하는 장비들의 종류 및 업체가 다양하며, 
COPS 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위해 NRC 모듈은 Service 

Controller 에서 받은 논리적인 정책을 대상 장비에 
적용하기 위해 각 대상 장비별로 필요한 명령으로 
변환하여 장비로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OPS 를 지원하지 않는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각 
장비 업체별 혹은 프로토콜별 Adaptor 모듈들로 
구성된다. 
 

5. 결론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및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PBNM 
기술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PBNM 기술에도 몇 가지 당면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IETF 및 DMTF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수 년 동안 작업해 왔지만, 아직 
표준이 정립되지 못했다. 또한 관련 
정책정보모델도 IP 망을 대상으로 한 QoS 및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PDP 와 PEP 간의 표준 프로토콜로 간주되어 온 
COPS 가 QoS 구성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COPS 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MP 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SNMP 는 그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MPv3 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Gold Wire Technology 사의 Formulator 및 

Orchestream 사의 Service Activator, HP 
사의 OpenView PolicyXpert, Lucent Technologies 의 
RealNet Rules, CISCO QoS Policy Manager 등 다수의 
상용 제품들이 있지만 아직 안정성이나 수용 장비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16].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PBNM 기술의 당면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기술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PBNM 기술 및 
이와 관련하여 CIM 및 DEN, COPS, LDAP 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책 및 PBNM 기술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PBNM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후 통신사업자들이 PBNM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IP 망의 QoS 및 보안 등을 위해 PCIMe 에서 
Differentiated Service 및 Integrated Service 을 
대상으로 정의한 정책정보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MPLS 및 MPLS-TE, IPSEC 
등을 위한 정책정보모델 정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PBNM 기술을 지원하는 여러 상용 
플레폼들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서비스관리 시스템은 
위에서 언급된 정책 클래스들과 상용 플레폼들을 
기반으로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운용관리 경험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적용한 비즈니스 
차원의 관리 정책을 정의 및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끝으로 망이 진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PBNM 기술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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