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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확장성표기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정책정보기반을 구성하고 정책을 저장하여 이를 관
리하고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및 그를 이용
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관리자로부터 새로운 정책을 전달받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네트
워크 디바이스의 정책정보를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확장성표기언어에 대한 템플릿과 정책정보
및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작성된 정책을 정책 결정 수
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특정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책 관리 수단; 상기 정책 관리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을 구성정보로 변환하고 정책 적용수단으로 변환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결정 수단; 및 상기 정책 결정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책을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위한 정책 적용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정책기반 네트워크, 정책, COPS, PIB,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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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정책기반 네트워트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설비를 위한 네트워크의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도 2는 정책기반 네트워트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정보기반 구조를 보여준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여준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 구조를 보여준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에 정책 인스턴스를 인스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
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에 정책 클래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
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의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네트워크 110 : 정책결정지점
120 : 정책적용지점 130 : 정책 데이터베이스
140 : 정책정보기반 150 : 디바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확장성표기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정책을 구성 및 관리하
고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네트워크의 증가 및 복잡성으로 인하여 종래 네트워크 관리기술은 효용성과 확장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이에 반해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policy based network management) 구조는 네트워크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디바이스나 토폴로지에 독립적으로 작성된
표준 법칙을 이용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 및 관리상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정책을 전송하기 위한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확장된 COPS-PR(c
ommon open policy service policy provisioning)를 사용한다.
COPS-PR는 여러 네트워크 관리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OPS-PR는 네트워
크 장비를 제어하고, 정책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PIB(policy information base)을 사용한다.
도 1은 정책기반 네트워트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설비를 위한 네트워크의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기반 네트
워크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자원 및 서비스 제공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기술하여 정책 데이터베이스(130)
에 저장하며, PEP(policy enforcement point or device)(120)는 네트워크(100)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PDP(
policy decision point)(110)에 요청한다.
PDP(110)는 네트워크 디바이스(150)에 반영할 정책 정보를 수립하여 PEP(120)에게 전송한다. PEP(120)는 해당 정
책정보를 받아 네트워크 디바이스(150)에 반영하고 PDP(110)에 결과를 보고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IB(140)는 PRC(provisioning class or policy rule class)(210)와 PRI(provisioning inst
ances or policy rule instances)(2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PRC(210)는 여러 개
의 PRI(220)를 포함하고 있으며, PIB(140)에 PRI(220)를 추가시킴으로써 정책을 수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래 COPS-PR의 PIB에서는 구조 및 정책 클래스가 미리 정의되어 있 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클래스에 추
가하기 어려웠으며,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정지시킨 후 디바이스의 운영체제상에 새
로운 정책 클래스가 구현된 PIB로 업데이트 및 패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미리 정의되어 구현된 정책 클래스만을 정책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확정성에 많
은 문제점이 있으며 동적으로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정보를
구성 및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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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관리자로부터 새로운 정책을 전달받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정책정보를 관리자에
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확장성표기언어에 대한 템플릿과 정책정보 및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저장
하기 위한 저장 수단;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작성된 정책을 정책 결정 수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저장 수단으로
부터 특정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책 관리 수단; 상기 정책 관리
수단으로부터 전달 받은 정책을 구성정보로 변환하고 정책 적용수단으로 변환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결정 수
단; 및 상기 정책 결정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책을 상기 저장수단에 저
장하기 위한 정책 적용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확장성표기언어에 대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단계; 관리자가 특정 템
플릿과 정책정보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가져오는 제2단계; 상기
검색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고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구성정보로 변환하는 제3단
계; 및 상기 변환된 구성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정책정보기반에 정책을 전달하여 새로운 정책 인스턴스를
인스톨하고 정책을 관리하는 제4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기존 정책정보기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XML 기반의 PIB(policy information base)를 사용한다. XML
기반의 PIB은 동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XML로 작성된 정책을 제공하며, XML 기반의 PIB를 사용하기 때문에 XML을 분석하기 위한 파서(p
arser)를 내장하고 있다. XML로 작성된 정책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정책기술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종의 관리 시
스템간에 정책 교환 시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fo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쉽게 변환할 수 있
다. 즉, 하나의 XML로 작성된 정책 디렉토리 서버에서 XSLT을 이용하여 각각의 관리 시스템에 맞는 정책 포맷으로
변환하여 다른 기종의 관리 시스템 들의 정책서버로 정책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시스템마다 각각의 정책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서버만을 사용함으로써 관리시스템간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여준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GUI(graphical user interface)(310)는 XML 기반의 정책 템플릿 데이터베이스(policy te
mplate database)(352)로부터 가져온 XML 기반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기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와 정책기반 네트워크 시스템간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GUI(310)는 정책 에디터(
policy editor)(312), PDP(policy decision point) 뷰어(314), PEP(policy enforcement point or device) 뷰어(316)
로 구성된다.
정책 에디터(312)는 정책 제너레이션 엔진(policy generator engine)(320)을 이용하여 필요한 XML 기반의 템플릿
을 가져온 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XML 기반의 템플릿 자체를 수
정하거나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PDP 뷰어(314)는 현재 정책 서버(policy server)(334)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 여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PEP 뷰어(316)는 PIB의 현재 값 및 PEP의 상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PIB 컨트롤러(contr
oller)(350)를 통하여 새로운 PRC(provisioning class or policy rule class)를 추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정책 제너레이션 엔진(320)은 정책 제너레이션 매니저(policy generation manager)(322)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database manager)(324)로 구성되어있다. 정책 제너레이션 매니저(322)는 정책 에디터(312)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을 정책 서버(334)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 매니저(324)를 통해 템플릿과 정책정보
를 조회하여 정책 에디터(312)를 통해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324)는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통해 정책 템플릿 데이터베이스(352)와 정책정
보 데이터베이스(362)로부터 필요한 템플릿과 정책정보의 삽입, 수정, 삭제, 조회 등을 수행한다.
XML 기반의 정책 템플릿 데이터베이스(352)는 세부 카테고리 별로 정책을 기술할 수 있는 템플릿을 구분하여 저장
하고 있다.
정책정보 데이터베이스(362)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맵핑할 수 있는 엔터
티(entity)를 정의하고 있다.
PDP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발명에 따른 PDP(330)은 정책 트랜스레이터(polic
y translator)(332), 정책 서버(policy server)(334), 공동 개방 정책 서비스 설비(common open policy service poli
cy provisioning) 모듈(336)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트랜스레이터(332)는 하이 레벨 정책을 디바이스 레벨의 정책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잘못 기술된 정책에 대해 오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보내게 된다.
정책 서버(334)는 각각의 PEP(340)에 알맞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PS-PR 모듈(336)은 PEP(340)
에 보낼 COPS-PR 메시지를 만들거나 또는 PEP(340)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메시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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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EP(340)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발명에 따른 PEP는 공동 개방 정책 서
비스 설비(COPS-PR) 모듈(342), 클라이언트 핸들러(client handler)(344), 공동 개방 정책 서비스 설비(COPS-PR)
핸들러(346), XML 파서(348), 정책정보기반(PIB) 컨트롤러(350)를 포함하고 있다.
COPS-PR 모듈(342)은 PDP의 COPS-PR 모듈(336)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핸들러(344)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제어한다.
COPS-PR 핸들러(346)는 클라이언트 핸들러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COPS-PR 클라이언트를 제어한다.
XML 파서(348)는 XML 문서를 분석하고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각 노드별 또는 전체 문서에 대해서 수행한다.
정책정보기반(PIB) 컨트롤러(350)는 XML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정보기반 데이터베이스(372)에 새로운 PRI(provisi
oning instances)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정보기반 데이터베이스(372)에 새로운 P
RC(provisioning class)를 추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정보기반(PIB) 데이터베이스(372)는 PDP에서 전송된 정책을 저장, 검색,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 서
버와 동일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 구조를 보여준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을 사용하여 XML 기반의 PIB로 변환한다. DTD는 PIB, T
able, Entrys, Prid, Objects의 엘리먼트(element)로 구성되며, XML문서의 컨텐츠의 허용값을 포함하여 문법 및 구
조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PIB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테이블로 구성되고 테이블은 한 개의 엔트리(entry)로 구성
된다. 엔트리는 적어도 1개 이상의 Prid로 구성되며, 한 개의 Prid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object)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 오브젝트는 송신자의 아이피 주소, 넷 마스크 등과 같은 Prid를 구성하는 속성값 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에 정책 인스턴스를 인스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
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는 정책 에디터를 실행시킨다(S500). 정책 제너레이션 엔진에 접속하여 템플릿과 정
책정보를 검색하면(S502), 정책 제너레이션 엔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통해 정책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와 정책정
보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검색하여 필요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정책 에디터에 디스플레이 한다
(S504).
관리자는 검색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게 된다(S506). 작성된 정책은 정책 트랜스레
이터로 전송되고(S508), 파서를 통해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구성정보로 변환된다(S510). 그러면, 변환된 구성정보
는 PDP로 전송된다(S512).
PDP로 전송된 구성정보는 COPS 프로토콜을 통해 PEP로 전송된다(S514). 그러면, PEP는 클라이언트 핸들러와 CO
PS-PR 핸들러를 통해 현재 실행중인 COPS-PR 클라이언트에게 PDP로부터 전송 받은 구성정보를 PIB 컨트롤러에
전송한다.
PIB 컨트롤러는 XML 기반의 PIB에 새로운 PRI를 인스톨한다(S516). XML 기반의 PIB에 새로운 PRI 인스톨이 성공
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S518). 확인결과, XML 기반의 PIB에 새로운 PRI 인스톨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PEP
는 PDP에 COPS 프로토콜을 통해 리포트(report) 메시지를 전송한다(S520). 즉, XML 기반의 PIB에서 지원하지 않
은 정책에 대해 리포트 메시지를 통해 에러를 PDP에게 보고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XML 기반의 PIB에 정책 클래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
다.
본 발명은 XML 기반의 PIB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적으로 새로운 PRC의 추가 및 추가된 PRC에 새로운 정책을 적
용할 수가 있다. PIB 컨트롤러는 받은 메시지에 따라 PIB의 구성정보를 설치, 삭제, 업데이트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PIB 컨트롤러를 통해 XML 기반의 PIB을 다루게 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PEP에서 PDP로 연결을 요청하면(S600), PDP은 PEP에 연결을 허용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S602). 그리고, PEP가 PDP에 새로운 정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면(S604), PDP는 결정된 정책을 PEP에
전송한다(S606). PEP는 PIB 컨트롤러를 통해 XML 기반의 PIB에 PRC를 생성한다(S608). 그러면, PEP는 PDP에 C
OPS 프로토콜을 통해 리포트 메시지를 전송한다(S610).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PEP에서 PDP로 연결을 요청하면, PDP은 PEP에 연결을 허용하는 메시지를 전
송한다. PEP가 PDP에 새로운 정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면, PDP는 랜 허용 메시지와 인터넷 허용 메시지를
PEP에 전송하고 사용자에 대한 오퍼레이션 허용 메시지를 전송한다. PEP는 PDP에 COPS 프로토콜을 통해 PIB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리포트 메시지를 전송한다. PDP는 PIB 컨트롤러를 통해 XML 기반의 PIB에 새로운 PRC
를 생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오퍼레이션 허용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PEP는 PDP에 리포트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에서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정보기반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구현된 정책이외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많은 수정과 변형을 가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은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에서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정보
기반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구현된 정책이외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책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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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리자가 필요한 정책 클래스를 추가함으로써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의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한 문제점
을 극복하여 범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리자로부터 새로운 정책을 전달받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정책정보를 관리자에게 전달하
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확장성표기언어에 대한 템플릿과 정책정보 및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작성된 정책을 정책 결정 수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특정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책 관리 수단;
상기 정책 관리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을 구성정보로 변환하고 정책 적용수단으로 변환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
한 정책 결정 수단; 및
상기 정책 결정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책을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위한 정책 적용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적용 수단은 정책정보기반 컨트롤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저장 수단에 새로운 정책 인스턴스 및 정책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성표기
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 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적용 수단은 정책정보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책 결정 수단에서 전달받은 정책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성표기언어를 사용한 정책기반 네트워
크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확장성표기언어에 대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단계;
관리자가 특정 템플릿과 정책정보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가져
오는 제2단계;
상기 검색된 템플릿과 정책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고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구성정보로 변환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변환된 구성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정책정보기반에 정책을 전달하여 새로운 정책 인스턴스를 인스톨
하고 정책을 관리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정책요청 메시지를 전달하면 정책정보기반에 새로운 정책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 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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