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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의 측정치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측정치의 선택은 네트워크의 표시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예상되는 측정
치의 복수의 집합이 생성된다. 예상되는 측정치의 각 집합이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제공되면, 예상되는 측정치의 각
집합에 대하여 제각각의 진단 효과성에 관한 행렬이 계산된다.

대표도

도 10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 methodology)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진단을 행하는 순서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네트워크 진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수 계획을 정의하는 순서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네트워크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표현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한 네트워크 표현을 이용하여 정수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의 집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신드롬의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제한에 의해 정의되는 정수 계획의 결과와, 도 5에 도시한 신드롬의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정수 계획법에 따라 제 1 에지가 제 2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네트워크 진단을 위해 예상되는 측정치 집합에 대한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진단 알고리즘에 있어서 예상되는 복수의 측정치 집합과 연관되어 있는 제각각의 진단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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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은 예상되는 네트워크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1 : 프로세서 1002 :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장치.

  1003 : 네트워크 표현 1004 : 패킷 흐름 제한

  1005 : 측정치의 집합 1006 : 카운터 제한

  1007 : 진단 알고리즘 1008 : 행렬 계산 알고리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 모델링, 네트워크 측정 및 네트워크 진단에 관한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의 관리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존재한다. 전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주어진 네트워
크로부터 측정치를 수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치를 처리하고, 처리된 측정치를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어떤 애플리케
이션은 고장의 하나 이상의 가능한 원인을 식별함으로써 통신 네트워크의 고장을 진단하려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진단을
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용 가능한 측정치에 의해 제한된다. 측정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전의 기존 네트워크 디자인에서의 네트워크 측정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네트워크 내의 장치로부터의 측
정치를, 진단을 행하는 특정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이 네트워크의 정상 동작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기능을 하는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측정치의 부분집합만 전달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의 진단을 위해 네트워크 측정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의 표현(가령, 방향성 그래프 표시)이 생성된다. 측정치의 예상되는 집합은 예상되는 측정치의 위
치 및 성질을 식별하는 네트워크 표현의 선택된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각 측정치 집합에 있어서, 제각각의 측정치를 프로
세싱하는 진단 알고리즘의 진단 정확성에 관련되어 있는 행렬이 계산된다. 행렬은 네트워크 내에서 장치의 고장 확률 및/
또는 그 장치의 수리 비용에 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측정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 1 통신 링크가 패킷을 손상시키는 경우에, 제 1 통신 링크와 제 2
통신 링크 중 손상시키는 링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수 계획법이 제공된다. 정수 계획법에서, 통
신 네트워크는 방향성 그래프의 형태로 모델링될 수 있다. 네트워크 모델로부터, 패킷 흐름 제한(packet flow
constraints)이 정의될 수 있다. 예상되는 측정치의 선택에 따라 카운터 제한(counter constraints)이 생성될 수 있다. 적
어도 하나의 패킷에서 손상을 입히는 제 1 통신 링크에 대응하는 특정 에지를 식별하기 위해 또 다른 제한이 정의된다. 또
한, 패킷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에지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제한이 정의된다. 제한들의 집합으로부터, 적절한
방법(예컨대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method)")을 이용하여 정의되는 정수 계획을 풀려고 한다. 해가 구해지지 않
으면, 그 측정치 집합은, 제 1 통신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이 제 2 통신 링크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가 구
해지면, 제 1 통신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이 제 2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오진단될 수 있다.

  두 개의 통신 링크가 "구별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네트워크 내의 각 통신 링크 내의 관계
를 식별하는 오분류 행렬(confusion matrix)이 형성될 수 있다. 행렬의 각 요소(e, f)는 제 e 에지가 제 f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식별한다. 행렬은 측정치의 선택이 개선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에지가 다른 에지와 구별될
수 없는 것으로 식별되는 행렬의 각 요소(e, f)에 대해서, 두 개의 에지가 구별될 수 있도록 추가의 측정치가 선택될 수 있
다. 또한, 행렬은 우선해야 하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측정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렬은 특정 장치의
고장 확률 및 그 장치의 수리 비용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실시예는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패킷 흐름 제한의 견지에서 네트워크내에서 관찰되는 고장(패킷 손상의 예)을 분
석하는 진단 알고리즘을 채용한다. 적절한 진단 알고리즘은 완화 방법, 법칙 제공 알고리즘, 선형 프로그래밍 방법, 검색
방법 및 제한 충족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는 네트워크 내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해 정수 계획법을 채용한다. 진단
알고리즘은 도켓 번호가 10011387-1호인 "Diagnosis of Data Transfer Faults Using Constraints"란 제목으로 공동 계
류중이고 공동 할당된 미국 특허 제 10/078,817호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합체되어
있다. 네트워크 측정치의 선택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정수 계획법의 세부사항을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
다.

  적절한 정수 프로그램은 방향성 그래프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모델링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용어 "네트워
크"는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임의의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어 "네트워크"는 보통, 라우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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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네트워크의 부속품으로 간주되는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방향성 그래프는 패킷을 수신 및/또는 전송하는 정점
(vertices)을 포함한다. 방향성 그래프는 패킷이 방향성 그래프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방향을 정의하는 정점들 사이의 에
지도 포함한다. 방향성 그래프를 통한 네트워크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패킷 제한의 집합이 개발된다. 패킷 제한은 가능한
네트워크 측정치의 제한들을 규정한다. 실제의 패킷 측정치가 정해지면, 패킷 제한 및 측정치는 적절한 형태로 인코딩된
다. 인코딩된 패킷 제한 및 측정치의 견지에서 가능한 고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가령, 적절한 정수 계획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의 단속적인 고장을 분석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낸다. 단계(101)에서, 네트워
크 정점, 에지 및 카운터가 정의된다. 단계(102)에서, 패킷 흐름 제한이 선형 프로그램에 추가된다. 단계(103)에서, 신드롬
제한(syndrome constraints)이 선형 프로그램에 추가된다. 신드롬 제한은 단속적인 고장 또는 그 고장들과 연관되어 있는
측정 데이터를 참조한다. 단계(104)에서,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method)"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수
프로그램을 푸는 것에 의해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가 결정된다. 이들 각 단계는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단속적인 고장의 진단은 네트워크의 모델을 생성(도 1의 단계(101)를 참조)하는 것으로 시
작할 수 있다. 어떤 실시예는 방향성 그래프 G = (V, E)로서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G의 정점 v ∈ V는 (i)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ii) 패킷의 "우수도" 또는 "불량도"가 (예를 들어, CRC(cyclic redundancy co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사될
수 있고, 및/또는 (iii) 불량 또는 손상된 패킷을 놓칠 수 있는 네트워크 내의 위치이다. 정점에는 행동 특성에 관한 정보가
태깅된다. "프롭(prop)"으로 지정되는 정점은 불량 패킷을 전달하고, "논프롭(nonprop)"으로 지정되는 정점은 불량 패킷
을 놓치고, 또는 "버스"로 지정되는 정점은 수신한 우수한 패킷을 모든 아웃 에지 상에서 전달한다. "제한이 없는
(unconstrained)" 정점은 제각각의 정점에 의해 수신 및 송신되는 다수의 패킷들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정점을 일
컫는다. A={프롭, 논프롭, 버스, 제한이 없음}를 가능한 정점 태그의 집합으로 두자. 각 정점 v ∈ V은 함수 T : V → 2A에
의해 제공되는 태그의 연관된 집합을 갖는다.

  지정된 에지들의 집합 E ⊆ V × V는 정점들 간의 전달 경로이다. 일반성을 상실하지 않고, 단 하나의 방향 에지(제각각
의 정점들 사이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에지)가 고려된다. 즉, 양방향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임의의 물리적
에지는 네트워크 모델에서 두 개의 단방향 에지로 분할된다. 에지(j, i) ∈ E는 i의 인 에지(in-edges)라 하고, (i, j) ∈ E는
i의 아웃 에지(out-edges)라 한다. 또한, v의 인 에지들 중 어떤 에지로부터 임의의 정점 v로 흐르는 패킷이 v의 아웃 에지
들 중 임의의 에지의 밖으로 흐를 수 있다고 가정하자. 물리 시스템이, 특정의 아웃 에지 또는 에지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
해 특정의 인 에지에서 그 정점들 중 하나에 들어가는 패킷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정점은 네트워크 모
델에서 다수의 정점으로 분할될 수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카운터 Ψ 및 그 카운터와 연관된 맵 Μ이 정의된다. 맵 Μ은 E × {t, r} × {우수, 불량} → Ψ
으로 제공된다. 맵 Μ은 카운터의 의미(semantics)를 다음 :

  - Μ((i, j), t, 우수) = Ψ를 가정하면, 카운터는 우수한 패킷이 정점 i로부터 에지(i, j) 상으로 전송될 때마다 1 증분되고,

  - Μ((i, j), t, 불량) = Ψ를 가정하면, 카운터는 불량 패킷이 정점 i로부터 에지(i, j) 상으로 전송될 때마다 1 증분되고,

  - Μ((i, j), r, 우수) = Ψ를 가정하면, 카운터는 우수한 패킷이 에지(i, j)를 통해 정점 i에 의해 수신될 때마다 1 증분되고,

  - Μ((i, j), r, 불량) = Ψ를 가정하면, 카운터는 불량 패킷이 에지(i, j)를 통해 정점 i에 의해 수신될 때마다 1 증분됨

  과 같이 제공한다.

  맵 Μ은 다 대 1일 수 있지만, 1 대 1일 수 없다, 즉, 다수의 카운터 의미가 동일한 카운터로 매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점 v가 세 개의 인 에지(x, v), (y, z) 및 (z, v)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카운터 Ψ는 v에 도착하는 모든 우수한 패킷을 카운트
할 수 있다.

  정점, 에지 및 카운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모델을 전개한 후에,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제한
(가령, 패킷 흐름, 카운터 의미 및/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 및 측정된 카운터 값)은, 최적 해가 특정 에지가 고장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적화 문제 내로 인코딩된다. 진단 알고리즘은 세 개의 서브섹션: 흐름 제한 추출, 신드롬 제한 추가,
고장을 발생시키는 후보 결정을 포함한다. 각 신드롬에 대해 제 2 및 제 3 서브섹션만 재반복된다.

  어떤 실시예는 다음 변수 집합:

  

  을 사용한다.

  변수 집합에서, 변수 g(i, j)는 에지(i, j) 상에서 전송되는 복수의 우수한 패킷을 나타내고, 변수 b(i, j)는 에지(i, j) 상에서
전송되는 복수의 불량 패킷을 나타낸다. 변수 mb(i, i)는 에지(i, j) 상에서 불량이 되는(우수한 상태로 전송되지만 불량한
상태로 수신되는 패킷) 복수의 패킷을 나타낸다. 변수 gd(i, j)는 에지(i, j) 상에서 전송되다가 사라지는 복수의 우수한 패
킷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패킷은 수신 장치가 그 패킷을 패킷으로서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충분히 손상될 수 있다. 변
수 bd(i, j)는 에지(i, j) 상에서 전송되다가 사라지는 복수의 불량 패킷을 나타낸다.

  어떤 실시예는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의 전달을 분석하기 위해 "키르호프형(Kirchoff-like)"을 이용한다. 회로 이론의 기
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키르호프 법칙은 전류의 물리적 보존 법칙에 따라 회로 내의 전류 흐름을 제한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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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내에서 전하는 생성 또는 파괴될 수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패킷 흐름이 전하의 물리적 보존 법칙과 유사함이 없
기 때문에 키르호프 법칙이 네트워크 분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시예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패킷 생성
및 파괴 확률을 적용한 키르호프형 제한을 안출하며, 이 제한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의 단계(102)에 관해 간단히 기술한 바와 같이, 흐름 제한의 추출은 일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
될 수 있다. 제한들의 초기 공집합 C가 생성된다(단계(201)). 단계(202)에서, 적어도 하나의 인 에지 및 적어도 하나의 아

웃 에지를 가지며 제한 없음 T(i)인 각 정점 i에 대해서, 버스가 T(i)의 원소가 아니면 C에 "KG(i)"를 추가하고, 버스가
T(i)의 원소이면 i의 각 아웃 에지 j에 대해 "KGB(i, j)"를 추가하라.

  키르호프형 제한 KG(i)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제한 KG(i)는 정점 i로 전송되는 우수한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상에서 사라지는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내
에서 불량이 되는 패킷의 개수가 i의 아웃 에지의 바깥으로 흐르는 우수한 패킷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키르호프형 제한 KGB(i, j)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제한 KGB(i, j)는 정점 i로 전송되는 우수한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상에서 사라지는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내에서 불량이 되는 패킷의 개수가 i의 아웃 에지 밖에서 흐르는 우수한 패킷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계(203)에서, 적어도 하나의 아웃 에지를 가지며 제한 없음 T(i)인 각 정점에 대하여, 프롭 ∈ T(i)이고, 버스가 T(i)
의 원소가 아니면 C에 KBP(i)를 추가하고, 프롭 ∈ T(i)이고, 버스 ∈ T(i)이면 i의 각 아웃 에지 j에 대해 KBPB(i, j)를 추
가하고, 프롭이 T(i)의 원소가 아니면 KBNP(i)를 추가하라.

  제한 KBP(i)는 다음 :

  

  과 같이 정의된다.

  제한 KBP(i)는 프롭 특성 및 버스 특성을 갖는 정점에 대해, i로 전송되는 불량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상에서 사라
지는 패킷의 개수 더하기 i의 인 에지 내에서 불량이 되는 패킷의 개수가 i의 바깥으로 흐르는 불량 패킷의 개수와 동일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한 KBNP(i, j)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제한 KBPB(i, j)는 프롭 및 버스 특성을 갖는 정점에 대해, i로 전송되는 불량 패킷의 개수 빼기 i의 인 에지 상에서 사라
지는 패킷의 개수 더하기 i의 인 에지 내에서 불량이 되는 패킷의 개수가 i의 각 아웃 에지의 바깥으로 흐르는 불량 패킷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한 KBNP(i)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제한 KBNP(i)는 논프롭 특성을 갖는 정점에 대해 불량 패킷이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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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204)에서, 각 에지(i, j)에 대해 에지보존(EDGECONSERVE) 제한을 추가하라. 에지보존 제한은 다음: gd(i, j) +
mb(i, j) ≤ g(i, j)이고 bd(i, j) ≤ b(i, j)로서 정의된다. 이들 두 개의 부등식은 에지 상에서 전송된 패킷보다 많은 패킷이 에
지 상에서 사라지거나 불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계(205)에서, 카운터 제한이 추가된다:

  

  또한, 모든 변수들은 음이 아닌 것으로 제한됨을 유념하라.

  패킷 흐름 제한을 추가한 후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드롬 제한이 추가된다(도 1의 단계(103)를 참조). 신드롬 제한
은 네트워크 내의 각종 카운터의 측정 값이다. 각 카운터에 대해, 카운터의 측정 값을 지정하기 위한 제한들이 선형 계획에
추가된다.

  신드롬 제한이 추가된 후에, 불량 패킷을 야기할 수 있는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가 어느 것인지 식별하려는 시도
에 의해 진단 문제가 특징지어진다. 각각의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는 정확히 하나의 에지(i, j) ∈ E에 대응할 수 있
다. 각 후보는 대응 변수 mb(i, j)를 갖는다.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는, 그것이 적어도 하나의 불량 패킷을 야기한 제
한에 대해 해가 있는 경우에만 식별된다. 그래서, 에지(i, j)는 max{mb(i, j) ｜C, S} ≥ 1인 경우에만 고장일 수 있다. 제한
은 모두 선형이다. 또한, 변수값들은 모두 정수이다. 그러므로, 최대화 문제는 정수 계획(IP) 문제이다. 알려져 있는 "분기
한정법(branch and bound method)"은 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 I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기존 라이브러리 루틴이 IP 문제를 풀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유틸리티 "lp_solve"(ftp://ftp.es.ele.tue.nl/pub/lp_solve로
부터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음)가 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정수 계획법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진단을 설명하기 위해, 도 3은 정점(301 내지 306)을 포함하는 네트워크(300)를 도시
한다. 정점(301)("시작")은 전송되는 우수한 패킷을 카운트하고, 정점(302, 303, 305, 306)(각각 "n2pb", "pbif1", "pbif2"
및 "cboc") 각각은 수신되는 우수한 패킷을 카운트한다고 가정하자. 패킷 흐름은 정점(301)("시작")으로부터 정점
(302)("n2pb")으로, 정점("pbif1")으로, 정점(304)("buff")으로, 정점("pbif2")으로 그리고 정점(306)("cboc")으로 흐르도
록 제한된다. 정점(303, 305)은 네트워크(300) 내의 동일한 물리 장치를 나타낸다. 네트워크(300) 내에서의 제한된 패킷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한 물리 장치는 두 개의 정점에서 표시된다. 정점(303) 또는 정점(305)에 손상된 패킷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고장의 원인으로서 동일한 물리 장치가 보고된다.

  카운터 의미를 정의하는 맵은 다음:

  

  과 같다.

  정점(303, 305)이 동일한 물리 장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점(303, 305)이 우수한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카운터 Ψ3이 증

가된다.

  네트워크 패킷 흐름 및 정의되는 카운터를 이용하면, 도 4에 도시한 제한(400)이 본 실시예에 따라 유도될 수 있다. 도 5
는 네트워크(300)에 대응하는 복수의 정수 계획을 정의하기 위한 신드롬의 테이블(500)을 도시한다. 도 6은 제한(400)에
의해 정의되는 정수 계획의 해와 제각각의 신드롬의 결과의 테이블(600)을 도시한다. 또한, 노드(304)("buff")를 위해 또
다른 카운터가 네트워크(300)에 추가될 수 있다. 추가의 카운터는 우수한 패킷의 수신을 카운트할 수 있다(M((pbif1,
buff), r, good) = Ψ5). 테이블(500)은 이들 추가 카운터에 대한 신드롬도 포함한다. 또한, 테이블(600)은 제한(400)에 의

해 정의되는 정수 계획의 해와 추가 카운터에 대응하는 신드롬의 결과를 도시한다.

  정수 계획의 결과예는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측정치에 따라 다른 진단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본 실시예는 네트워크 측정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측정치간의 차를 기초로 하여 관찰되는 진단 능
력의 차를 이용한다.

  일 실시예에서, 진단 능력은 에지가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분석된다. 에지 e가 적어도 하나의 패킷을
손상시키고, 다른 에지들은 패킷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Ψ 및 M 하에서 f가 진단되는 것이 불가능하면, 에지 e가 에
지 f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단계(701)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방향성 그래프가 이전에 기술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
로 구성된다. 단계(702)에서, 제 1 에지 E(e1, e2) 및 제 2 에지 F(f1, f2)는 네트워크의 방향성 그래프로부터 선택된다. 단

계(703)에서, 잠재적인 카운터 및 측정치(Ψ, M)가 선택된다. 단계(704)에서, 도 2의 단계(202 내지 205)에 관해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패킷 흐름 제한 및 측정치 제한을 포함하는 제한(C)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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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705)에서, counter_value(Ψ) 제한을 제외한, C 내의 각 제한은 제한 C 내에 구현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복제하
는 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한을 생성하도록 선택된다. C 내에서 각각의 적절한 제한을 선택하고, 적절한 표기를 사용하여
정수 계획 내의 제각각의 변수를 재명명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제한을 생성함으로써 네트워크 모델의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복제 제한의 설정은 집합 C′라 한다. 복제 모델 C′는 카운터 값(Ψ) 제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단계(706)에서, 원래의 네트워크 모델(C) 내의 각 에지(i, j)에 대해, 제한이 추가되어 제한 집합 D를 형성한다. 원래의 네
트워크 모델(C) 내에서 에지(i, j) = 에지 E이면, 제한 mb(i, j) ≥ 1가 추가된다. 원래의 네트워크 모델(C) 내에서 에지(i, j)

에지 E이면, 제한 mb(i, j) = 0이 추가된다.

  단계(707)에서, max{mb(f′1, f′2) ≥ ｜ C, C′, D}에 의해 정의되는 정수 계획을 푼다. 에지(f′1, f′2)는 원래의 네트워크 모

델 내에서 선택되는 에지 F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의 복제 모델 내의 에지를 가리킨다. 복제 모델 C′가 counter_value(Ψ) 제
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에지(f′1, f′2)가 적어도 하나의 패킷 손상을 야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임의의 카운터 값

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수 계획을 풀려고 한다. 또한, C′내의 제한들이 C 내의 제한 및 패킷 손상에 관련되
어 있는 제한을 복제하기 때문에, 정의되는 정수 계획에 대한 해는 에지 E 및 F가 구별될 수 없으면 에지(f′1, f′2) 상에서의

패킷 손상만 발견할 것이다.

  단계(708)에서, 0보다 큰, 정수 계획에 대한 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논리적
판단이 거짓이면, 프로세스 흐름은 단계(708)로부터, 에지 E가 에지 F와 구별될 수 있다고 표시되는 단계(709)로 진행된
다. 단계(708)의 논리적 판단이 참이면, 프로세스 흐름은, 에지 E가 에지 F와 구별될 수 없다고 표시되는 단계(710)로 진
행된다.

  도 8은 오분류 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진단을 위한 측정치 선택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낸다. 단계(801)에서, 오분류 행렬(C)은 각 에지가 네트워크의 방향성 그래프 표시에서 모든 다른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구성된다. 행렬 내의 각 요소(e, f)는 제 e 에지가 제 f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식별
한다. 요소가 0과 같으면, 제 e 에지가 제 f 에지와 구별될 수 없도록 행렬이 정의될 수 있다. 요소가 1과 같으면, 제 e 에지
가 제 f 에지와 구별될 수 없다.

  단계(802)에서, 각 에지에 대응하는 장치에 대한 고장의 확률(PFP(e))이 결정된다. 고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면, 각각의 PFP(e)는 1의 값으로 할당될 수 있다. 단계(803)에서, 각 에지에 대응하는 장치에 대한 수리 비용
(RC(e))이 결정된다. 수리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면, 각 RC(e)는 1의 값으로 할당될 수 있다. 단계

(804)에서, 에러 수리 비용에 대한 상한이 에 의해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오분류 행렬의 각 요소(e, f)는
에지 e가 야기한 에러가 정수 계획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에지 f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식별한
다. 오분류 행렬의 복수의 요소들을 합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각 에지 전체에 걸쳐서 고장 확률 및 부정확한 장치의 수리
비용, 상한이 결정된다.

  도 9는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대해 예상되는 측정치의 복수의 집합의 진단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순서
도를 나타낸다. 단계(901)에서, 예상되는 복수의 측정치(Ψi, Mi) 집합이 정의된다. 단계(902)에서, 예상되는 측정치의 제 i

집합이 선택된다. 단계(903), 집합의 진단 효과성에 관련되어 있는 적절한 행렬(가령, 도 8에 도시한 순서도에 의해 정의되
는 행렬)이 계산된다. 단계(904)에서, 예상되는 측정치의 각 집합에 대해 행렬이 계산되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논
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참이 아니면, 프로세스 흐름은 단계(902)로 되돌아간다. 행렬이 각 집합에 대해 계산되었으면, 프
로세스 흐름은 단계(905)로 진행된다. 단계(905)에서, 예상되는 측정치 집합은 계산되는 행렬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진단
효과도에 따라 정렬되어 사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도 10은 제각각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1000)을 도시한다. 컴퓨터 시스템(1000)은 적절한 실행 가능
인스트럭션의 제어 하에서 동작되는 범용 프로세서(101)를 포함한다. 실행 가능 인스트럭션 또는 코드는 이전에 기술한
진단 프로세스 흐름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실행 가능 인스트럭션 및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 장치(102)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 장치
(1002)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임의 개수의 적절한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네트워크 표현(1003),
패킷 흐름 제한(104), 측정치의 집합(1005), 카운터 제한(1006) 및 기타 적절한 데이터 구조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
에 저장될 수 있다. 진단 알고리즘(1007)은 네트워크(1003) 표시에 따라 네트워크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행렬 계산 알고
리즘(1008)은 진단 알고리즘(1007)의 견지에서 제각각의 진단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측정치의 집합(1005)의 각 집합
에 대한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정수 계획법을 사용하는 실시예가 설명되었지만, 진단 알고리즘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적합한 알고리즘이 사용
될 수 있다. 적절한 알고리즘은 완화 방법, 법칙 제공 알고리즘, 선형 프로그래밍 방법, 검색 방법 및 제한 충족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적절한 구조는 "트
리형" 데이터 구조, 인접 또는 기타 적절한 행렬,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논리적 단정 및/또는 기타
의 것들을 포함한다.

  일부의 본 실시예는 다수의 유리한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의 본 실시예는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을 위해 선택되는
측정치가 진단 알고리즘의 효과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일부의 본 실시예는 측정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
장의 소스로서 혼동될 수 있는 에지를 식별한다. 이러한 식별을 기초로 하여, 추가의 측정치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측정
치의 복수의 집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될 때 측정치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행렬
이 계산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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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알고리즘을 위해 선택되는 측정치가 진단 알고리즘의 효과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네트워크의 상기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예상되는 측정치의 복수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와,

  예상되는 측정치의 제각각의 집합이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제공되면 예상되는 측정의 각 집합에 대해 제각각의 진단
효과성에 관련되는 행렬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 계산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에서 제 1 통신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이, 상기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제 2 통신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오진단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 계산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내의 각 제각각의 통신 링크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이 상기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다른 통신 링크에 의
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과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식별하는 행렬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 계산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내의 장치의 고장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 계산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의 장치의 수리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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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표현에서 제 1 에지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네트워크 표현에 대응하는 패킷 흐름 제한 및 네트워크 측정치에 대응하는 카운터 제한을 정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에지를 적어도 하나의 패킷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제한을 포함하는 패킷 손상 제한을 정의하는 단
계와,

  상기 네트워크 표현에서 제 2 에지 상에서의 패킷 손상에 대해 상기 패킷 흐름 제한, 카운터 제한 및 패킷 손상 제한을 사
용하는 정수 계획을 풀려고 시도하는 단계와,

  상기 시도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에지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이 상기 제 2 에지에 의해 야기되는 패킷 손상과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흐름 제한은 네트워크 라우팅 제한에 대응하는 패킷 흐름 제한의 제 1 집합 및 상기 제 1 집합의 복제인 상기
패킷 흐름 제한의 제 2 집합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집합의 상기 복제는 패킷 카운터 제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손상 제한은 상기 제 1 에지가 아닌 에지를 패킷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으로 식별하는 제한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0보다 큰 상기 제 2 에지에 대한 패킷 손상에 있어서 상기 정수 계획에 대한 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표현 내의 각 에지에 대한 패킷 손상이 상기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다른 에지에 대한 패킷 손상과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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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을 이용하는 에러 수리 비용과, 상기 네트워크 내의 에지들과 연관되어 있는 장치의 고장 확률 및 상기 장치의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정치 집합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확률을 1과 동일하게 정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수리 비용을 1과 동일하게 정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제 1 데이터 구조와,

  상기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패킷 흐름 제한을 나타내는 제 2 데이터 구조와,

  예상되는 측정치 집합을 나타내는 제 3 데이터 구조와,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식별하는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을
정의하기 위한 코드와,

  예상되는 측정치의 각 집합이 상기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프로세싱될 때, 예상되는 측정치의 집합의 제각각의
진단 효과성에 관한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은 상기 제 2 데이터 구조 및 상기 제 3 데이터 구조에 의해 정의되는 제한들에 정수 계획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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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항에 있어서,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상기 코드는

  예상되는 측정치의 제각각의 집합이 상기 네트워크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프로세싱될 때, 각 에지가 상기 제 1 데이터 구
조의 모든 다른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은 상기 네트워크 내의 장치와 연관되어 있는 고장 확률에도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은 상기 네트워크 내의 장치의 수리 비용에도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0.

  네트워크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상기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측정치 집합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상기 진단 알고리즘이 상기 측정치 집합을 프로세싱할 때, 상기 제 1 에지가 패킷 손상을 야기하면 진단 알고리즘이 패킷
손상의 소스로서 나타내도록 상기 수단 내의 제 1 에지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 수단 내의 각 에지가 패킷 손상의 소스로서, 상기 표시 수단 내의 모든 다른 에지와 구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행렬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알고리즘에 의해 프로세싱될 때, 상기 측정치 집합의 진단 효과성에 관련되는 상기 측정치 집합에 대한 행렬을
계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공개특허 10-2005-0061358

- 10 -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은 상기 네트워크 내의 장치의 고장 확률에도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은 상기 네트워크 내의 장치의 수리 비용에도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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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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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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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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