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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는 다수의 ISP를 통해 제공되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병목 지점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쉽고 효율적으로 병목 지점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행 절차는 크게 2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Recursive Packet Train (RPT)을 이용하여 병목 지점 
(Bottleneck Point)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Choke Point (CP)를 찾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출된 
CP의 패킷 처리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병목지점을 판별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CP들을 모니터링한다.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의 
타임스템프 (TimeStamp) 필드를 활용하여 CP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실제 
사용자 데이터 패킷의 IP 헤더 부분을 이용하여 병목 지점을 검출하는 수동 모니터링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주는 부하 없이 병목 지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에이전트가 실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은 ICMP 패킷을 활용하여 
CP의 패킷 처리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라우터에서 IP 패킷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송신자에게 보내는 ICMP 패킷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에이전트 실행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에이전트 단독 실행으로 병목 지점 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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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는 다수의 ISP를 통해 제공되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병목 지점 (Bottleneck Point)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병목 지점 검출은 ISP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ISP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부하 지점을 쉽고 빠르게 찾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중복 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P2P 환경에서 적절한 서버 선택과 Multi-homing,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축에 병목 지점 
검출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종단간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목 지점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Pathneck [1] 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Recursive Packet 
Train (RPT) 를 이용하여 병목 지점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Choke Point (CP)를 찾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 
검출된 CP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CP 중에서 병목지점을 판별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 트래픽의 IP 헤더 옵션 중 라우터의 데이터그램 처리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스템프 (TimeStamp) 옵션을 활용하여 CP들의 패킷 처리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실제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을 이용하여 병목 지점을 검출하는 수동 모니터링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주는 부하 없이 CP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ICMP 패킷을 활용하여 CP들의 패킷 처리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라우터에서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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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송신자에게 보내는 ICMP 패킷을 활용하기 때문에 
송신 노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단독 실행으로 병목지점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내부의 연결 상태를 모르는 종단 사용자도 쉽게 병목 
지점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ISP는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종단에 위치한 사용자는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병목 지점 검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은 경로상에 존재하는 라우터의 IP 주소와 같은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도 병목 
지점 검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제안하는 병목 지점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구현 결과와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 
논문을 마감한다. 

 
 
2. Background 

 
2.1 정의 및 가정 

본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먼저, 병목 지점이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종단 
경로상에 존재하는 링크 중에서 가용 대역폭이 최소인 링크의 Upstream 노드를 말한다. 또한 CP 란 종단 
경로의 링크 중에서 가용 대역폭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링크의 Upstream 노드를 말한다. 

병목 지점의 지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터는 서로 동기화되어야 한다. 
동기화 하는 방법으로는 NTP (Network Time Protocol),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NTP를 이용하여 모든 라우터가 동기화되었다고 가정한다. 

 
2.2 관련 연구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은 크게 능동 (Active) 모니터링 방식과 수동 (Passive) 모니터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3]. 능동 모니터링 방식은 측정을 위해서 별도의 측정 패킷 (Probe Packet)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용 대역폭, 병목 지점 검출, 그리고 특정 경로 상의 지연, 지터, 손실률 등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능동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ICMP 패킷을 활용하는 Ping과 TraceRoute가 있다. 능동 모니터링 
방식은 측정 패킷의 크기가 작고 분석해야 할 패킷의 양이 적기 때문에 측정 패킷을 받아서 분석하는 
시스템의 부하가 크지 않다. 반면,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경로의 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체감하는 네트워크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가용 대역폭이 낮은 
경우에는 측정 데이터가 사용자 데이터와 경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수동 모니터링 방식은 별도의 측정 패킷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 트래픽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트래픽의 전송율이나 데이터 플로우의 지연, 지터, 손실률과 같은 전송 
상태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대표적인 수동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탭 (Tap) 이나 미러링 (Mirroring) 을 
이용하여 사용자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다. 수동 모니터링 방식은 별도의 측정 패킷을 
전송하기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부하 증가 없이 사용자의 데이터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해야 할 패킷의 크기가 크고 패킷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스템의 부하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트래픽이 송수신 되는 동안에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의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최근 들어 측정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능동 모니터링 방식과 수동 모니터링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4][5]. [4]에서는 그리드 상에서 확장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그리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패킷을 활용한 수동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동안에만 능동 모니터링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에서는 종단간 
성능 향상을 위해서 능동 모니터링 방식과 수동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성능 
저하의 원인을 판단하고 제거함으로써 종단간 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혼성 모니터링 방식을 연구하였다.  

    
 

3. 제안된 병목 지점 검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종단 사용자도 쉽게 병목지점을 검출하고 

모니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병목 지점을 검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측정 패킷을 사용자 데이터 패킷의 양쪽에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RPT를 

이용하여 종단간 경로상에서 병목 지점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CP를 찾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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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들의 패킷 처리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병목 지점을 판별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 트래픽의 IP 헤더 옵션 중 타임스템프 (TimeStamp) 옵션을 
활용하여 CP의 패킷 처리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 패킷 생성하는 
능동 모니터링 방식이 아닌 실제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을 이용하여 병목 지점을 검출하는 수동 모니터링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주는 부하 없이 병목 지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ICMP 패킷을 활용하여 CP의 패킷 처리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라우터에서 IP 패킷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송신자에게 보내는 ICMP 패킷을 
활용하기 때문에 송신 노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단독 실행으로 병목지점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1 CP 검출  
 

 
그림 1. Recursive Packet Train.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그림 1과 같은 Recursive Packet Train (RPT)를 활용하여 경로상에 존재하는 

라우터의 IP와 각 링크의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 RPT는 사용자 데이터 패킷 양쪽에 TTL을 1부터 1씩 
증가시킨 측정 패킷을 추가하여 구성된 패킷 그룹 (Packet Train)을 말한다. TTL을 1씩 증가시킨 측정 패킷을 
양쪽에 추가 함으로써 TraceRoute와 유사한 방식으로 송신 측에서는 측정 패킷의 시간 경과 (Time Exceeded) 
로 인하여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ICMP 패킷 받아 분석하여 경로상에 존재하는 라우터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패킷 양쪽에 추가한 두 개의 측정 패킷으로 인해 라우터에서 생성되는 ICMP 패킷이 
송신측에 수신되는 시간의 차이 (Gap)를 측정하여 Choke Points (CPs)를 검출한다. 이를 위해 Gap이 
임계치 1 보다 적은 경우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Step으로 정의하고 Step이 변경된 최초의 지점을 CP로 
판단한다. 더불어 Gap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Packet Pair[6] 기법을 활용하여 CP의 가용 대역폭을 계산한다. 

 

 
그림 2. CP 검출 개념도. 

 
3.2 제안된 CP 모니터링 방식 

 

3.2.1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 지점 검출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 트래픽을 활용하는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 지점 검출 알고리즘은 IP 헤더의 옵션 중에서 타임스템프 옵션을 
활용하여 병목 지점을 검출하고 지연을 모니터링한다. IP 헤더 옵션에는 Record Route, Strict Source Route, 
Loose Source Route, TimeStamp가 있으며 이 중에서 타임스템프 옵션은 라우터가 데이터그램을 처리하는 
                                                           
1 Pathneck[1]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임계치를 100μs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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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타임스템프 옵션은 Flag의 값에 따라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시간이 
기록된다.  

 
① Flag 0 : 각 라우터는 주어진 필드에 타임스탬프만 추가한다. 
② Flag 1 : 각 라우터는 주어진 필드에 라우터의 출력 포트 IP 주소와 타임 스템프 추가한다. 
③ Flag 3 : 각 라우터는 데이터 그램의 IP 옵션 필드에 기록된 IP 주소와 데이터 그램이 들어오는 

라우터의 입력 포트 IP 주소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에만 데이터그램의 주어진 필드에 
라우터의 출력 포트 IP 주소를 덮어쓰고 타임 스템프 추가한다. 

 

 
그림 3.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 

 
그림 3는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알고리즘의 실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그림이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트래픽을 TCP나 UDP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때 IP 계층에 위치한 CP-Stamper는 
응용 프로그램 패킷을 받아 IP 헤더의 옵션 필드에 3.1절에서 검출된 CP의 IP 주소를 기록한다.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CP를 중심으로 이전 링크인 Choke link 1와 이후 링크인 Choke 
link 2 의 지연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CP 이전 라우터의 IP 주소와 CP의 IP 주소, CP 다음 라우터의 IP 
주소를 각각 IP 헤더의 옵션 필드에 입력한다. 각 라우터는 IP 헤더의 옵션 필드를 확인하고 자신의 IP와 
동일할 경우에는 주어진 필드에 타임스템프를 추가한다. 수신 노드의 IP 계층에 위치한 DelayMonitor는 
타임스템프 필드에 기록된 시간을 기반으로 수식 1과 수식 2를 이용하여 Choke link 1과 Choke link 2의 
지연을 각각 계산한다. 이렇게 측정된 CP의 지연 값을 기반으로 3.1절에서 검출된 CPs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CP를 병목지점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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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병목지점 모니터링을 위해서 측정 패킷을 

생성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 트래픽을 활용하는 수동 모니터링 기반의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2.2 ICMP 패킷 기반 병목 지점 검출 알고리즘 

3.2.1 절에서 기술한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은 네트워크의 부하 없이 병목지점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자에는 CP_Stamper가 실행되고, 
수신자에는 DelayMonitor가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원이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점검할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 요원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프로그램을 단독 실행하여 문제가 되는 지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MP 패킷을 활용하여 수신자에 위치한 DelayMonitor를 송신자의 
IP 계층으로 변경함으로써 송신측의 단독 실행으로 병목지점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CMP 패킷은 크게 Query message와 Error-reporting message로 나눌 수 있다. Query message는 호스트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나 다른 호스트로부터 특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다. Query message의 
대표적인 사용 예는 호스트의 연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PING 명령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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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CMP 패킷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 

 
Error-reporting message는 라우터나 목적지 노드가 IP 패킷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Time Exceeded 메시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TTL 값이 
0인 데이터 패킷을 받으면 패킷을 폐기하고 Time Exceeded 타입의 ICMP 패킷을 생성하여 송신자에게 
전송한다. 이때 송신자에게 보내어지는 ICMP 패킷에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된 패킷의 헤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측에서도 3.2.1에서 기술한 방식과 유사하게 Choke link 1과 Choke link 2의 지연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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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CMP 패킷 구성도. 

 
그림 4은 ICMP 패킷 기반 병목지점 검출 알고리즘의 실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그림이다. 먼저, CP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응용 계층에서는 측정 패킷을 생성한다. 송신자의 IP 계층에 위치한 CP-Stamper는 
측정 패킷을 받아 IP 헤더의 TTL 필드에 3.1절에서 얻어진 소스 노드와 CP 다음 라우터 (CP+1) 까지의 홉 
수를 입력한다. 또한, 옵션 필드에는 3.2.1 절과 마찬가지로 Choke link 1와 Choke link 2를 측정하기 위해서 
CP 이전 라우터의 IP 주소와 CP의 IP 주소, CP 다음 라우터의 IP 주소를 각각 입력한다. 각 라우터는 옵션 
필드를 확인하여 자신의 IP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어진 필드에 타임 스템프 값을 기록한다. 
CP+1에서는 TTL 값이 0이기 때문에 측정 패킷을 폐기하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패킷의 
헤더와 payload의 8byte로 ICMP 패킷을 만들어 송신자에게 전송한다. 송신자의 IP 계층에 위치한 
DelayMonitor는 ICMP에 포함된 측정 패킷의 헤더를 분석함으로써 Choke link 1 과 Choke link 2 의 지연을 
계산할 수 있다. 

 
 
4. 구현 및 시연 결과 
 
4.1 구현 결과 

 

 
(a) 측정 클라이언트                    (b) 모니터링 결과 출력 화면 

그림 6. 구현 결과.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측정 클라이언트와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측정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 프로파일 설정, 프로토콜 설정, 품질 측정, 로그인 기능을 가진다. 
측정 클라이언트의 프로토콜 설정 화면에서는 가용 대역폭, 손실률 등 네트워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Pathload [7], Pathrate [8], Pathneck, Badabing [9] 와 함께 제안한 알고리즘인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림 
6(b)의 측정 결과 화면은 선택한 툴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즉, 전체 종단 경로의 
가용 대역폭, 지연, 패킷 손실률등 종단간 네트워크 상태와 함께 하단에는 CP들과 병목 지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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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연 결과 

 
그림 7. 시연 환경. 

 
그림 7는 시연 환경을 보여준다. 품질 측정 서버에서는 VLC media player [11]를 설치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고 동시에 비디오 패킷의 IP 헤더 옵션 필드에 CP의 IP 주소를 추가하여 전송한다. 품질 
측정 클라이언트에서는 비디오 패킷을 받아 IP 헤더의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병목 지점을 검출하고 각 
CP의 지연을 측정한다.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위해 3대의 패킷 제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패킷 
제어 시뮬레이터 1과 패킷 제어 시뮬레이터 2 사이의 링크에 5 ms의 지연을 설정하였다. 

 

 
그림 8. 시연 결과. 

 
그림 8은 수동 모니터링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과 ICMP 기반 병목지점 검출 방식을 구현하여 

시연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가지 방식 모두 CP는 3개가 검출되었으며 병목 지점은 패킷 제어 시뮬레이터 
2로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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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병목 지점 검출은 ISP에게는 Traffic Engineering을 통해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고, 사용자는 병목 

지점에 따라 적절한 서버 선택, Multi-homing을 통하여 종단간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은 다수의 ISP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병목 지점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네트워크 내부의 연결 상태를 
알지 못하는 종단 사용자의 경우에는 병목 지점 검출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알지 못하는 종단 사용자도 쉽게 병목 지점을 검출할 수 
있도록 RPT를 이용하여 CP를 찾고 „수동 모니터링 기반의 병목 지점 검출 방식‟과 „ICMP 패킷 기반의 
병목지점 검출 방식‟을 통해 검출된 CP 중에서 병목 지점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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