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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토폴로지 생성 기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토폴로지가 라우팅,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등의 성능과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한 분석 및 방어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
기 때문이다.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GT-ITM[5], INET-3.0[6] 등은 Autonomous System (AS) 노드들로 이
루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생성한다. 즉, 이들 도구들은 AS 가 노드인 토폴로지를 생성하며,  AS
내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PoP (Presence of Point),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하위 레
벨의 토폴로지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하부 서브넷을 가지고 있으며  hierarchy 를 반영한 토폴로

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1. 서론 

대규모 인터넷 시뮬레이션은 network behavior 와 

protocol 의 연구 등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악성 웜이 인터넷에 끼치는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나, 악성 웜으로부터 네트워크 자원을 보호하

는 기술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 또는 웜이 퍼지는 것

을 예방하는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웜의 확산을 

예방하는 지를 측정하는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1]. 

대규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법으

로는 packet level 시뮬레이션과 analytic model 을 기반

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있다 [2, 3]. Analytic 시뮬레

이션에서는 시스템의 행동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수식 값의 계산이어

서 매우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의 모델링 방법을 결정

하고 네트워크의 behavior 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alytic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event 방식의 packet level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각 packet 의 생성과 전달을 단일 

event 로 처리한다. 따라서, packet level 시뮬레이션은  

analytic 시뮬레이션의 단점을 극복 가능케 한다  

그러나 대규모 인터넷 시뮬레이션을 packet level 시
뮬레이션만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어려움

이 있다. 첫째는, 인터넷처럼 대규모 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많은 packet 과 이에 따른 많은 

양의 event 를 처리해야 한다. 발생하는 event 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packet level 시뮬레이션의 실행에는 많

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하여 wide area 
network 과 트래픽을 교환하는 small network 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small network 은 packet level 시뮬레이

션을 위한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wide area network
에는 수학적 모델링 방법인 fluid model 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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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이 제안되

기도 하였다 [3, 4]. 

두 번째 어려움은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폴로지의 특성을 대변하는 대규모 망을 모델링 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

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위하

여는 실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라우팅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나 악의적 공격으로

부터의 방어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한 목적에 부합되

는 토폴로지를 생성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토폴로지의 생성 툴로는 GT-
ITM[5], INET-3.0[6]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AS(Autonomous System)으로 구성된 인터넷 토폴로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방법에서는 AS 들의 

link 수, 즉 AS 에 연결된 다른 AS 수를 가리키는 

degree 를 power-law 에 따라 random 으로 계산한다. 그

러나, 실제 인터넷의 토폴로지는 이보다 복잡한 망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Internet Korea 2003 [9]’
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백본망은 4 개의 IX(Internet 
Exchange)와 이들 IX 에 연결된 82 개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S 의 역할에 

따라 노드들의 링크의 분포가 동일한 분포를 가지기 

보다는 여러 개의 분포로 나누어 진다는 점도 지적하

고 있다 [7].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통계적 분포를 가진 

노드들의 cluster 인 POP(Presence Of Point)을 자동 생

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POP 의 토폴로

지는 backbone router, distribution router, 그리고 access 
router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세 종류의 router 의 

연결 상태는 통계적 분포의 종류와 그 분포를 결정짓

는 파라미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분포의 종류과 파라

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POP 의 규모 및 POP 토폴로지

가 결정된다. 우리는 POP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생성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 POP 네트워크

의 특징과 기존 생성 툴과의 차이점, 3 절은 POP 생

성 알고리즘, 4 절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POP 네트워크의 특징과 INET-3.0 과의 차이점 

본 논문의 2절에서는 POP 네트워크의 특징, INET- 
3.0 과 우리의 POP 토폴로지의 생성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한다. 
 
2.1 POP 네트워크의 특징 

ISP 는 다양한 크기의 POP 들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POP 은 도시의 백본망을 

표현한다. 이러한 POP 은 backbone router, distribution 
router, access router 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access 라우터를 통해 도시의 백본망에 접근하게 된다. 

POP 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hierarchy 구조를 갖

는다. 

 
[그림 1] PO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라우터 

 

2.2 INET-3.0 과의 차이점 

본 논문에서는 INET-3.0 의 토폴로지 생성 방법을 이
용하여 POP 의 토폴로지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INET-
3.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본 논문에서 구현한   POP 
네트워크의 생성방법은 [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차
이점이 있다. 

항목 INET-3.0 POP Generator 

규모 

다수의 AS로 

구성된 대규모 

인터넷 망 

ISP를 구성하는 

다수의 POP 중 

하나의 POP 
구성 

노드 

Autonomous 
System (AS) 라우터 

hierarchy
특성 

× ○ 

degree 
분포 

모든 노드들에 

대한 동일한 분포를 

가짐 

노드의 타입에 따라 

다른 분포를 가짐 

연결 

모델 
preferential connectivity preferential connectivity

waxman model 병용 
[표 1] INET-3.0 과 POP Generator 비교 

 

본 연구에서 구현한 POP Generator 는 INET-3.0 과 비

교해서 구조화된 hierarchy 한 특성을 가지며 노드의 

타입에 따라 degree 의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르

게 설정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POP Generator 를 통해 

한정된 degree 의 분포가 아닌 다양한 degree 의 분포

의 설정을 통해 실제 네트워크에 가까운 POP 네트워

크를 생성 가능하다. 
 
3. POP 토폴로지 생성 알고리즘 

인터넷 hierarchy 구조의 가장 하위 레벨에 위치하는 
POP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1 POP 구성을 위한 라우터들의 레벨 구조 

POP 네트워크는 backbone router, distribution router, 
access router로 구분된다. 가장 상위에는 backbone 
router가 위치하고 하위에는 기업 네트워크 또는 학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access router가 위치한다. 
또한 그 중간에는 backbone router와 access router를 연
결하는 distribution router가 존재한다. 기업 네트워크 
또는 학교 네트워크 내의 인터넷 사용자는 access 
router를 통해서 backbone router에 접근하게 된다. 우리

는 이러한 POP의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 각 레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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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router의 종류를 구분하고 다른 분포의 특성이 적
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backbone router들 간
의 degree(peering links)의 분포 값과 distribution router로 
연결하는 degree(service links)의 분포 값을 [그림 2]에
서와 같이 다른 분포 값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2] 라우터의 레벨 별 degree 분포 적용 

 
POP 네트워크의 규모와 레벨 별 라우터의 수와 

degree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제공한다. [표 2]는 POP Generator에서 사용되는 파라미

터들을 열거하고 있다. 
 

(※B:backbone router, D:distribution router, A:access router) 
파라미터 역 할 
pop_size POP을 구성하는 노드의 수 

backbone_ratio backbone 라우터의 비율 
distribution_ratio distribution 라우터의 비율 

access_ratio access 라우터의 비율 

rc_coefficient backbone 라우터들 간의 mesh 
연결 정도 

Maxdegree(B_to_D) backbone router에서 distribution 
router로의 degree의 최대값 

Mindegree(B_to_D) backbone router에서 distribution 
router로의 degree의 최소값 

γ degree(B_to_D) 
backbone router에서 distribution 
router로의 degree 분포를 위한
exponent value 

Maxdegree(D_to_D) distribution router 간의 degree의 
최대값 

Mindegree(D_to_D) distribution router 간의 degree의 
최소값 

γ degree(D_to_D) distribution router 간의 degree 
분포를 위한 exponent value 

Maxdegree(D_to_A) distribution router에서 access 
router로의 degree의 최대값  

Mindegree(D_to_A) distribution router에서 access 
router로의 degree의 최소값  

γ degree(D_to_A) 
distribution router에서 access 
router로의 degree의 분포를 위

한 exponent value 
[표 2] POP 네트워크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 

 
 
3.2 POP 내의 라우터들 간의 연결 방법 

PO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router 간의 connectivity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 방법은 
backbone router 간에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POP 네트워

크는 single failure point를 피하기 위해서 backbone 
router 간에는 다수의 링크들을 통해 mesh 하게 연결

되어 있다[8]. 이로 인해 backbone router는 다른 router
에 비해서 다수의 링크를 갖게 된다. 다수의 링크를 
가진 노드를 ‘rich node’라 일컫고 ‘rich node’의 집합을 
‘rich club’이라 부른다 [10]. 다수의 링크를 가진 
backbone router 간의 링크의 mesh한 연결 정도를 적용

하기 rich club coefficientϕ를 도입하였으며, 그 계산은 
아래 [수식1]에 따른다.  

)2/)1(/( −= NNϕ  
• ϕ  : rich club coefficient 
• : 실제 연결된 링크 수 
• N  : backbone routers의 개수 
• 2/)1( −NN  : 연결 가능한 최대 링크 수  

[수식 1] rich club coefficient 계산식 
 
본 논문에서 생성하는 POP 토폴로지는 각 router의 

레벨마다 링크를 통해 connectivity를 제공한다. 어떤 
노드와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connectivity는 다수의 
degree를 가진 노드에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용한 preferential attachment[n]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드와 연결될 확률이 높은 waxman model[]을 적용비

율 (가중치:α )의 조정을 통해 connectivity를 아래 [수
식2]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 preferential attachment 

j
j

i

j

ij
i d

df
df

d
d

MAXw ×+= ))
)(
)(

(log)(log,1( 22  

• id  : i 노드의 degree의 값 

• jd : j 노드의 degree의 값 

• )( idf : di 값을 갖는 노드들의 수 

• )( jdf : dj 값을 갖는 노드들의 수 

○ waxman model 
)/(),( LdevuP βα −×=  

• ),( vuP  : probability of edge (u, v) 
• d : Euclidean distance (u, v) 
• α , β  : constants 
• L  : maximum distance 

○ connectivity 

maxmax

)1(
D
D

W
W

C
j
i

j
ij

i αα −+=  

[수식 2] 가중치를 이용한 connectivity 계산식 
 
위의 두 가지 연결 모델에 대한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연결형태를 갖는 POP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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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OP 토폴로지 생성 도구 

위의 POP 토폴로지의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POP 
토폴로지 생성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생성된 
POP 토폴로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viewer를 개발

하였다. INET-3.0으로 생성한 토폴로지의 모습과 우리

가 구현한 POP Generator의 토폴로지 모습을 비교하고, 
연결 방법의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토폴로지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토폴로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라우터들에 대한 좌표값을 설정하였다. 우리

의 POP Generator에서는 라우터의 종류에 따라 좌표 
값의 영역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영역 내에서 각 라우

터의 좌표 값을 정규 분포에 따라 random하게 설정하

였다. (그림 3)은 라우터의 종류에 따른 좌표의 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3] 라우터의 종류에 따른 좌표의 영역 

 
POP Generator의 connectivity 모델에 의한 SRC노드와 
DST노드간의 링크의 연결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3]에
서의 라우터들 간에 링크를 그려준다. 이러한 drawing 
방법을 통해 생성된 POP 토폴로지는 사용자에게 
visual하게 제공된다. 

INET-3.0으로 생성된 토폴로지와 우리가 제안한 방
법의 POP Generator로 생성된 토폴로지의 모습을 비교

하였다. [그림 4] INET-3.0으로 생성된 토폴로지 모습과 
POP Generator로 생성된 토폴로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가상 하위 레벨

의 POP 네트워크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
펴보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PO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라우터를 backbone router, distribution router, 
access router 로 구분하고 각 라우터의 레벨에 대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실제 POP 토

폴로지를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아보고 다수의 POP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ISP 토폴로

지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사할 예정이다.. 
 

 
a) INET-3.0을 이용하여 생성한 토폴로지 

 
b) POP Generator를 이용하여 생성한 토폴로지 

[그림 4] INET-3.0과 POP Generator로 생성된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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