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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정된 자원과 비용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간단한 설정 과정과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고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파라미터만이 시스

템에 적용된다. 사용자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트래픽이 설계된 네트워크에 유입되고 
그 성능이 분석된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네트워크와 장비의 실제 동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수
행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국부적인 이론 연구에만 한정되고 있는 네트워크 
설계 및 분석 도구의 구현에 대한 전체 프레임워크의 설계 방향과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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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게임, 대용량 
파일 전송과 같은 응용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직/간
접적인 관심을 야기하게 되었다. 즉, 네트워크는 특
정 기관의 사업적 요구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

이 된 것이다[1]. 이로 인하여 네트워크 자원의 활
용 분야와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필요하며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4]. 하지만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장애에 대한 대처는 한정된 자원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켜 활용률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초기 설
계 자체가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 도구만으로 네트워크 변
화에 따른 성능을 예측하거나 규모의 확장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네트워크의 운용 관리에 따른 비용과 규모 확장

에 대한 고려 사항들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단계

에서부터 반영되어야만 한다. 네트워크 설계의 궁극

적인 방향은 한정된 비용과 자원으로 그 효율을 극
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의 활용도와 
성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

다[5, 6]. 본 논문에서는 중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설

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설정 과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하고 장비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분석에 필
요한 성능 요소들은 중요한 파라미터만을 추출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제 장비의 모델명 선택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

되는 트래픽은 사용자 요구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유형을 가지는 수학적 분포 함수로 생성되도록 
하였다. 설계된 네트워크는 실제 장비와 동일한 방
식으로 동작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고 이를 가시

화하며 로그를 기록한다. 설계된 네트워크의 성능 
분석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된 로그 기록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네트워크 설계와 
분석을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시뮬레이션 도구

의 전체 프레임워크와 그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관련 연구 및 방향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시

뮬레이션 도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몇몇 관련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용적인 도구의 개
발보다는 특정한 성능 인자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

며 수학적 이론에만 근거를 둔 경우가 많다. 실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는 NS-2, SIMSCRIPT, 
OPNET, EcoPREDICTOR 등이 있다[7-11]. NS-2 나 
SIMSCRIPT 와 같은 도구는 프로토콜을 개선하여 
그 동작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개발된 코드를 직접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거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OPNET 이나 EcoPREDICTOR 등과 
같은 도구들은 과다한 기능들과 어려운 사용법으로 
인하여 정확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
한 학습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따라

서 이러한 도구들은 실용적인 사용보다는 다소 학
술적인 요구에 적합하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 도구이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와 프레임워크는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일부 설정의 자동화를 
통하여 쉬운 사용법을 제공한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파라미터만을 주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유형으로 실제 트래픽을 
생성하여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 

 동작은 실제 장비나 프로토콜의 원리와 그 방
식이 동일하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실제 패킷의 흐름으로 가시

화한다. 
 모든 로그 이력을 유지하여 설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설계 분야와 학습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구의 개발을 위한 전체적

인 구조와 동작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
뮬레이션 과정은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실
제 장비 또는 프로토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

다. 이는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수학 이론의 한계를 
탈피함으로써 다양한 토폴로지 및 트래픽 모델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세계의 동작 과정에 따른 성
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함이다. 

 
3. 제안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여 구현한 도구는 네트워크

에 대한 성능 자체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다. 사용자는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형성하고 각 장비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설계된 네트워크는 자동 설정 과정을 거쳐 시
뮬레이션이 수행되고 최종적으로 그 성능이 분석된

다.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그림 1

에 나타내었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1. 시스템의 전체 구조 

 
3.1 디자인 매니저(Design Manager)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환경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서 토폴로지와 장비의 종류 및 속성들을 지
정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네트

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
래와 같다. 

 
 라우터(Router): 인터네트워킹에 사용되는 라우

터 장비로서 패킷의 전송 경로를 선정하여 패
킷을 전달하는 중간 노드를 나타낸다. 기본적으

로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OSPF(Open 
Shortest Path First)와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
작한다. 

 2계층 스위치(Layer 2 Switch): 패킷 전달을 위해 
전송 회선을 결정하는 2계층 스위치 장비이다. 

 3계층 스위치(Layer 3 Switch):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스위

치 장비로서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을 
구성할 수 있고 성능 결정 파라미터는 라우터

와 동일하다. 단, L3 스위치는 2계층의 스위칭 
방식으로 동작할 때도 있고 서로 다른 네트워

크를 연결하기 위한 3계층의 라우터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필요

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허브(Hub): 자원 공유와 패킷 전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스위칭 기능이 없는 일반 더미

(dummy) 허브를 지칭한다. 즉, 이 장비는 브로

드캐스팅을 이용하여 패킷 전달을 수행한다. 
 호스트(Host): 종단의 서버 또는 단일 컴퓨터 시
스템을 나타내는 것으로 트래픽 생성기를 가진

다. 종단 노드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되기도 하고 트래픽 흐름의 최종 목적지가 되
기도 한다. 

 호스트 그룹(Host Group):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여러 호스트들을 모아 놓은 것을 가리킨다. 

 링크(Link):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물리적 링
크를 나타낸다. 

 서브넷(Subnet): 복잡한 네트워크의 경우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토폴로지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서



 

브넷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화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왠(WAN): 하나의 설계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외부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것으로 호스트와 같
이 트래픽 생성기를 가진다. 왠은 내부 네트워

크로 트래픽을 유입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내부 
트래픽이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출구가 되기

도 한다. 
 
이 외에도 설계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나 주

석을 달기 위하여 문자열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사
용자는 해당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토폴로지를 구성한 다음 각각의 구성 요
소에 대한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 사용자의 경
우 개별적인 성능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이 어
렵고 번거롭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하드웨어 자원 
및 성능에 관한 정보들을 장비 정보 베이스(Device 
Information Base)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여러 장치 
벤더들이 제공하는 실제 제품 모델명에 따라 간단

한 스크립트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며 시스템 실행 
시에 자동으로 임포트된다. 따라서 간단한 스크립트

의 추가만으로도 실제 새로운 장비 모델과 그에 따
른 성능이 시스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자는 단순히 특정한 제품 모델만을 선택함으로써 
그 성능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 가
능하다. 라우터 장비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성능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L3 스위치의 경우는 지
정할 수 있는 속성 항목들이 라우터와 동일한데 
VLAN을 구성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Capacity (bps): 성능에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량 
 Packet Per Second (pps):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패
킷의 개수 

 Memory (byte): 전체 버퍼 메모리의 용량 
 Latency (ns): 메모리 접근과 스케줄링을 위하여 
노드에서 소요되는 전체 대기 시간 

 Queue Scheduling Type: 큐 스케줄링 방식 (FIFO, 
Weighted Fair Queuing, Priority Queuing, etc.) 

 Routing Protocol: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 (RIP, 
OSPF, IGRP, etc.) 
 
노드와 유일하게 구분되는 링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성능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된다. 
 
 Type: 회선의 종류 (Ethernet, Fast Ethernet, Gigabit 

Ethernet, Serial, etc.) 
 Bandwidth (bps): 회선의 최대 대역폭 
 Delay (ns): 전송에 소요되는 회선상의 지연 시간 
 
디자인 매니저는 노드나 링크에 대한 클래스 구

조와 장치 정보 베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 의해 설
계된 네트워크 정보들에 대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시스템이 구동되는 동안 유지 및 관리한다. 

 

3.2 자동 구성기(Auto-configurator) 
 
설계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필요

한 환경이나 구성 정보 등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일
종의 전처리기이다. 자동 구성기가 수행하는 기본적

인 작업은 아래와 같다. 
 

 노드와 링크에 대한 유일한 ID의 할당 
 각 인터페이스를 구별하는 유일한 ID의 할당 
 유일한 IP 주소의 할당 
 유일한 물리(MAC) 주소의 할당 
 고유한 ID와 주소에 대한 할당 오류 검사 
 링크와 같은 논리적 설계 오류 검사 
 
본 시스템은 실세계의 장비 운용과 작동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IP 주소나 물리 주소와 
같은 값들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용자가 개
별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설정할 경우 상당히 번
거로운 작업을 동반하게 되고 또 많은 오류 가능성

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동 구성기는 디자인 매니저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

되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각 
장비의 특성을 판별한 후 위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

한다.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은 4장에서 설명한다. 
 

3.3 시뮬레이션 매니저(Simulation Manager) 
 
노드의 동작에 따른 패킷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애니메이션 매니저와 함께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는 일을 담당한다. 디자인 매니저와 자동 구성기

에 의하여 생성되고 유지되는 정보들을 수집한 후 
시뮬레이터가 초기화되고 애니메이션 매니저가 가

동된다. 종단 노드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중간 노
드는 패킷 처리를 위한 스케줄링, 테이블 갱신, 경
로 선정, 전송 메커니즘 등을 이용하여 패킷을 전달

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과
정에서 동반되는 패킷 처리와 전달에 관한 이력들

을 로그 파일로 기록한다. 
 

3.4 분석 매니저(Analysis Manager)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된 로그 기록을 이용

하여 네트워크와 장비에 대한 성능을 분석한다. 분
석 결과를 특정한 수치 정보로만 제공하는 기존의 
몇몇 도구들과는 달리 그래프로 그 성능을 도시화

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및 정책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다. 

 
4. 모듈의 기능과 동작 

 
본 장에서는 시스템을 이루는 핵심 모듈에 대한 

설계 방향과 이들의 동작 원리를 개별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4.1 유일한 ID와 주소의 할당 
 
시스템이 각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고 제

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 구성기에 의하여 
부여되는 주요 ID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3계층 스
위치의 경우 VLAN을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
하여 각 인터페이스에 그룹 ID를 적용하여 네트워

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드 ID: 노드의 유일한 식별자. 물리 주소를 
만들 때 사용되고 패킷의 전송 경로를 나타내

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인터페이스 ID: 인터페이스의 유일한 식별자. IP 
주소가 할당될 때 같이 할당되는 값으로 물리 
주소를 만들 때에도 사용된다. 

 그룹 ID: 그룹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 인터페이

스에 할당되는 값으로 물리 주소를 만들 때 사
용된다. 그룹 ID를 이용하여 동일한 ID를 가진 
인터페이스들끼리 VLAN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링크 ID: 링크의 유일한 식별자. 패킷의 전송 
경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2. IP 주소와 물리 주소의 구조 (단위: bit) 

 
자동 구성기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네트워

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부분으로 구성되는 32bit의 
IP 주소를 노드 또는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할당

한다. 그리고 Node ID, Group ID, Interface ID를 결합

하여 48bit의 물리 주소를 구성한다. 
 

4.2 시뮬레이션 패킷의 구조 
 
시뮬레이션을 실제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패킷을 직접 생성하여 목
적지로 전달한다. 시뮬레이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그림 
3과 같은 형식을 가지며 구현상으로는 바이트 배열 
형태이다. 

 

 
그림 3. 시뮬레이션 패킷의 구조 (단위: byte) 
 
 DMA(Destination MAC Address): 목적지 물리 주
소 

 SMA(Source MAC Address): 송신지 물리 주소 
 SIP(Source IP): 송신지 IP 주소 
 DIP(Destination IP): 목적지 IP 주소 
 Start Time: 패킷 생성 시각. 호스트, 호스트 그
룹, 왠과 같은 종단 노드에서 패킷이 생성되어 

전송되기 시작하는 시각을 나타낸다. 
 Flight Time: 패킷 전달 시각. 중간 노드에서 패
킷이 처리 과정을 거쳐 출력 인터페이스로 나
가는 시각을 나타낸다. 

 Packet Type: 패킷의 종류. 라우팅 정보 교환과 
같은 제어 패킷이나 종단 노드에서 실제 생성

되어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 등을 구분하기 위
한 것이다. 

 Length: 데이터 필드의 길이 
 Color: 색상 필드. 패킷의 종류에 따라 애니메이

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
가적인 용도로 예약되어 있는 필드이다. 

 Data: 제어 정보 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필드. 라우팅 패킷의 경우 교환을 위한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들어가며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
이터 패킷의 경우에는 그 길이 정보가 들어간

다. 
 

4.3 트래픽의 생성 
 
시뮬레이션에서 트래픽의 발생 패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트래픽의 양상에 따라 실제 네트

워크는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

으로 종단 노드에서의 트래픽 생성은 아래 항목의 
지정으로 가능하다. 

 
 크기: 전송될 이더넷 프레임의 크기를 지정한다. 
 시간 간격: 전송될 패킷들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지정한다. 

 목적지: 생성된 패킷이 전송될 최종 목적지 노
드를 선택한다. 
 

 
그림 4. 트래픽 유형과 이더넷 프레임 

 
그림 4는 이더넷에서의 일반적인 트래픽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①의 형태는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패킷을 가리킨다. ②의 형태는 대용량 파일 
전송과 같이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

로 연속하여 전송되는 패킷 부분을 나타낸다. ③은 
MTU 크기로 연속되는 트래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MTU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가 된다. 이더넷

에서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이 MTU보다 크다면 
MTU 단위의 여러 프레임으로 분할되고 최소 프레

임 크기보다 작다면 패딩(padding) 된다. 
 



 

표 1. 생성 트래픽의 크기 지정 방식 

계층 모드 설명 

싱글 

링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송되는 프레임의 
크기를 기본 단위로 하여 생성한다. 즉, 그
림 4의 ①만으로 구성된 트래픽을 생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분포 함수를 지정하는 방식

이다. 프 
레 
임 

혼합 

링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송되는 프레임의 
크기를 기본 단위로 하여 생성하되 그림 4
의 ①, ②, ③을 각각 개별적인 분포 함수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이다. 

데 
이 
터 

싱글 

종단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기본 단위로 하여 생성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트래픽은 하위 계층에서 MTU
에 따라 분할 또는 패딩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트래픽의 크기 지정 방법

으로 표 1과 같은 종류의 항목 설정 수단을 제공한

다. 발생되는 트래픽의 크기, 시간 간격, 목적지 노
드의 선정은 포아송, 기하, 일양, 가우시안, 지수, 삼
각, 파레토, 얼랑, 감마, 로그 노말 확률 분포와 같
은 수학 함수를 사용하였다[13]. 

 
4.4 노드에서의 패킷 처리 

 
장비와 프로토콜에 대한 동작 메커니즘을 직접 

구현하여 탑재함으로써 패킷의 처리, 라우팅, 스위

칭, 브로드캐스팅 등에 따른 세부 기능들이 실제 작
동되도록 하였다. 그림 5는 중간 노드에서 패킷이 
처리되는 과정을 일반화하여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

다. 
 

 
그림 5. 중간 노드에서의 패킷 처리 절차 

 
4.5 시뮬레이션 과정과 로그의 기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패킷을 대상으로 하여 로그를 남긴다. 종
단 노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트래픽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 교환과 같은 제어 정보에 관한 로그도 
일괄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통
신 메커니즘의 선택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시뮬레

이션 과정은 패킷의 생성 또는 도착 시간을 기준으

로 수행되며 모든 패킷의 흐름은 애니메이션으로 
가시화된다. 

 
4.6 성능 분석 

 
분석 매니저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된 로

그 정보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성능을 평가한 후 
HTML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킷 처리율(Throughput): 네트워크 중간 노드인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은 장비가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패킷을 처리했는지 나타낸다. 이는 초
당 패킷 처리 개수에 대한 값으로 표현된다. 

 장비 사용률(Utilization):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

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이는 전체 버퍼 메모리 
용량에 대한 비율로 표현된다. 

 패킷 드롭(Drop): 패킷 전달 도중 네트워크 중
간 노드에서 패킷의 폐기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를 나타낸다. 이 값은 노드의 성능과 버퍼 메모

리 용량에 따른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노드 지연(Delay): 패킷의 전달을 위해 라우팅이

나 스위칭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
간 노드에서 어느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였는지

를 나타낸다. 
 링크 성능: 각 링크의 전체 대역폭에 대하여 어
느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나
타내는 값이다. 

 단대단(End-to-End) 지연: 네트워크의 종단을 이
루는 호스트간의 패킷 전달 지연이 얼마나 발
생하는지 분석하게 된다. 즉, 트래픽의 생성지

와 목적지가 되는 서버 컴퓨터나 일반 호스트 
컴퓨터들 사이에서의 패킷 전달 지연 시간이다. 
 

5. 시스템의 구현과 실험 
 
본 시스템은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GUI 환경으

로 구현되었다. 그림 6은 라우터 장비에 대한 성능 
파라미터 설정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은 트
래픽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중 프레임 계층의 혼합 
모드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화면과 이로 인하여 
생성되는 트래픽의 크기와 발생 빈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6. 라우터의 파라미터 설정 예 



 

 
그림 7. 트래픽 발생 방법의 지정 

 
그림 8은 사용자에 의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형성되고 장비들의 종류, 속성값, 그리고 트래픽을 
위한 기본 설정 과정이 끝나고 자동 구성을 거친 
후의 화면으로서 시뮬레이션 진행 과정을 애니메이

션으로 가시화하여 실제 패킷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예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시뮬레이션의 진행 화면 

 

 
그림 9. 분석 결과 화면의 예 

 
본 논문에서는 구현 및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로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네
트워크의 구성은 왠 링크 1개, 라우터 2개, 3계층 스
위치 2개, 2계층 스위치 5개, 더미 허브 6개, 그리고 
호스트 그룹 속성에서 지정된 것을 포함한 호스트 
1000개의 노드이다. 각 장비는 비교적 중대형의 성
능을 가지는 속성들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트
래픽도 다양한 유형과 수학적 분포를 이용하여 골
고루 생성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노드와 링크

에는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환경을 가정하였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를 사용하였는데 설계가 끝
나고 자동 설정 단계를 거친 후 라우팅 테이블의 
안정화가 마무리된 것을 감지하면 실제 시뮬레이션

이 수행된다. 
본 실험은 Intel Pentium IV 2.0GHz CPU, 256MB 

DDR DRAM 하드웨어 환경을 가지는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운영체제 하에서 수행하였다. 시뮬

레이션의 수행 시간은 시스템의 성능이나 실험 당
시의 부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험 네트워크를 5
분간 시뮬레이션하겠다고 설정하였을 때 소요된 시
간은 약 50분이며 로그를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

는 과정은 3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시스템 로딩

과 시뮬레이션 수행에 약 50MB의 메모리가 사용되

었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시간에 비하여 시뮬레이션

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큰 이유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처리 방식과 시간 개념의 차이에 따른 것
이다. 즉, 본 시스템은 실제 라우팅, 스위칭, 큐잉 
등의 동작이 그대로 구현되어 동작하고 여러 장비

의 처리 능력에 따라 실제 시스템 시간과는 다른 
가상의 시간 단위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설계된 네트워크 상에서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

면 대부분의 노드와 링크가 안정된 성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의 더미 허브가 다른 
프로세싱 노드보다 약 10000배의 노드 지연 시간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 하부에 있는 많은 호스트에 기
인한 것으로 CSMA/CD 방식으로 인한 충돌이 잦은 
것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허브와 연결

되는 호스트들 간의 링크 사용률은 최대값과 평균

값의 경우 다른 링크보다 수배 정도이지만 최소값

의 경우 100배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하여 이 
링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호스트와 다른 종단 호
스트들 간의 단대단 지연 시간 또한 높은 비율을 
보여 이 부분에서의 병목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허브는 보다 나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2계층 스위치로의 교체가 필요하고 이를 연
결하는 링크 대역폭도 설정된 10Mbps에서 100Mbps
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실험에서 판단된 기준에 따
라 장비를 교체하고 확장하여 같은 조건으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드에서의 지연과 
링크 사용률, 단대단 지연이 다른 부분과 비슷한 성
능을 보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에 대한 구조와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나 프로그래

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간단하고 직관적

인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그 성능을 분석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적인 성능 파라미터들이 
추출되어 시스템에 반영되었으며 간단한 장비 모델

의 선택만으로 이에 대한 설정을 자동화하고 수정

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트래픽

을 생성하여 실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였으며 수학

적인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장비와 프로토콜의 실
제 동작을 직접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애니메이션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로그로 기
록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였다. 

본문의 실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시스

템은 네트워크 설계 및 확장 분야에서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과제로는 추가적인 프로토콜의 구현과 
응용 서비스에 대한 성능 분석이 필요하고 이동 네
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 처리 방식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분
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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