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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esolution은 현재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DNS에서부터 가장 최근 폭발적으로 사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Peer-to-peer 응용이나 인터넷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IETF의 Locator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ISP)과 Data-oriented Network Architecture 

(DONA)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Resolution 시스템의 

토폴로지(topology)를 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계층적인 트리

(tree) 구조와 균등한 Distributed Hash Table (DHT) 구조이다. 이 두 구조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시스템에 대해 서로 다른 구조가 제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구조는 서로 완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간의 성능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계층 구조의 경우 시스템

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구성 방법에 따라 커다란 성능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

어 LISP나 DONA와 같이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 계층의 응답 시간과 같은 측정값을 기준

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적 경로를 따르는 계층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DNS와 같이 응용 계층

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용 패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임의적인 

경향이 더 크므로 최적 경로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

장 주요한 계층 구조 구성 방법인 최적 경로 구성, 임의 구성, 제한된 폭 및 높이를 가진 구성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균등 구조에 의한 성능과 비교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토폴로지 구성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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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esolution은 인터넷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가장 중

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사례로

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DNS에서부터 

최근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Peer-to-peer 

응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IETF의 Locator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ISP)[1]과 Data-oriented 

Network Architecture (DONA)[2]에 이르기까지 미래 인

터넷 연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Resolution 시스템의 토폴로지(topology)를 구성하는 데

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계층적인 

트리(tree) 구조와 균등(flat)한 Distributed Hash Table 

(DHT) 구조이다. 이 두 구조는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계층적인 트리 구조는 효율성에서 우월하며 균등한 

DHT 구조는 확장성에서 앞선다고 본다. 

하지만 두 구조는 서로 완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

에 서로간의 성능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계층 구조

의 경우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법이 존재하며, 이러

한 구성 방법에 따라 커다란 성능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LISP나 DONA와 같이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 계층의 응답 시간과 같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적 경로를 따르는 계층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DNS와 같이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

정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용 패턴 등 네트워크에

서 측정한 요인에 의한 임의적인 경향이 더 크므로 최적 경

로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주요한 계층 구조 구성 방법인 최적 

경로 구성, 임의 구성, 제한된 폭 및 높이를 가진 구성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균등 구조

에 의한 성능과 비교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 시

스템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토폴로지 구성 방법에 대

해 제안한다. 

 

2. 계층 구조 구성 방법 

가. 최적 경로 구성 

최적 경로 구성이란 토폴로지의 각 경로가 특정 기준값을 

최소 또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구성이다. 

예를 들면 LISP나 DONA와 같이 네트워크 계층의 응답 시

간과 같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측정값을 최소

화하는 경로가 되도록 토폴로지를 구성하게 된다. 

나. 임의 구성 

임의 구성이란 토폴로지의 각 연결에 대해 노드의 위치나 

링크의 상태 등의 네트워크 상의 측정값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연결을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DNS

와 같이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용 패턴이나 Domain Name의 사회

적 관계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경향이 더 크다. 

다. 제한된 폭 및 높이를 가진 구성 

계층 구조가 트리로 구성될 때 모든 부모 노드에 대해 자

식 노드가 n개 있다면 이 트리의 폭은 n이라고 한다. 이 때 

총 노드의 숫자가 일정하고 모든 노드가 n개의 자식 노드

를 가진다면 이 트리의 높이의 최소값은 폭 n에 반비례하

여 제한된다. 제한된 폭 및 높이를 가진 구성은 계층 구조

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균등 구조에서는 높이가 1이므로 

폭의 제한이 없다. 

 

3. 균등 구조 구성 방법 

균등 구조의 구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노드 간의 연결을 

해시(hash) 함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노

드의 IP 주소를 A, 이 주소의 해시값을 H(A)라고 할 때 

노드 간의 연결은 A를 고려하는 대신 H(A)를 이용해 결정

한다.  

 

4. 성능 비교 

가. 실험 설정 

Resolution 시스템의 응답 시간과 홉 수를 기준으로 하

여 다양한 구성의 계층 구조와 균등 구조의 성능을 비교한

다. 실험은 ns-2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

였다. 

실험을 위해 <표 1>과 같이 3계층 라우터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Resolution 서버로 이루어진 오버레이(overlay)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3계층 라우터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GT-ITM [3] 토폴로지 생성기를 이용하여 생



성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설정값들은 [4]를 참고하여 실제

적인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오버레

이 노드는 전체 노드 중에서 임의로 100개 노드를 선택하

여 이용하였다. 

계층 구조 중 최적 경로 구성은 링크 지연 시간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최적 경로는 Floyd-Warshall 알고리듬[5]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임의 구성은 최적 경로 구성에 

대해 응답시간이나 홉 수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

어진 폭을 최대한 이용하여 높이를 최소로 하였다. 높이를 

최소로 하게 되면 홉 수가 평균적으로 짧아져 응답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균등 구조의 경우 여러 가지 DHT 중에서 

Chord[6]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균등 구조의 설정값은 <

표 1>에 제시하였다. 

Resolution 패킷의 전달 방법은 계층 구조의 경우 자신

에게 없는 정보는 부모 노드에게 질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균등 구조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없는 정보는 Finger 

Table과 이웃 노드를 따라 가며 질의하도록 하였다. 

Resolution 트래픽은 ipoque의 Internet Study 2007 자

료[7]를 바탕으로 컨텐츠 종류 별로 발생 빈도를 다르게 

하였다. 컨텐츠 수와 Resolution 요청의 발생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트래픽 패턴은 널리 이용되는 Zipf 분포

[8]를 따르도록 하였다. 

나.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약 10만 초 정도 진행

하였을 때의 응답 시간과 홉 수의 평균값이다. 두 값은 모

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하여 약 1만 초 정도 지난 이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값은 대표

성이 있다. 

최적 경로 구성과 균등 구조의 비교 

최적 경로 구성의 계층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균등 구

조에 비교하여 응답 시간은 짧고 홉 수가 많다. 응답 시간

은 최적 경로 구성이 4.11초로 18.30초인 균등 구조보다 

약 4.5배 빨랐으며, 홉 수는 최적 경로 구성이 8.27로 

4.13의 균등 구조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최적 경로 구

성의 경우 네트워크 상의 측정값 중 링크 지연 시간을 이용

하여 구성하므로 짧은 응답 시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

다. 반면 균등 구조는 네트워크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므

로 최적 경로 구성보다 응답 시간이 느리다.  

임의 구성 – 제한된 폭 및 높이를 가진 구성 

임의 구성의 계층 구조는 폭 또는 높이가 자유롭게 구성

될 수 있으나, 실험에서는 제한된 폭을 설정하였다. 이는 

앞서 4-가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이를 최소로 하여 

홈 수를 짧게 하고 응답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이다. 즉, 실

험에서 보이는 임의 구성은 주어진 폭에서의 응답 시간과 

홉 수를 최소로 하는 설정이다. 

실험에 사용된 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먼저 폭이 4인 경우는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균등 구조와 임의 구성의 홉 수가 가장 긴 

경우를 같도록 만든 것이다. 죽, 균등 구조의 경우 <표 1>

에 제시된 값으로부터 한 오버레이 노드가 4096/100개의 

Namespace를 관리하므로, 최악의 경우 7홉을 지나야 한다. 

따라서 임의 구성이 최악의 경우 7홉을 지나도록 하려면 

적어도 높이가 4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폭으

로 4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같도록 하는 것은 실제 트래픽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정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의 구성과 균등 구조 모두 평균 홉 수가 같도록 설정할 

Resolution 서버 수 100 개 

3계층 라우터 수 330 개 

토폴로지 생성기 GT-ITM 

토폴로지 종류 Transit-stub 

임의 구성의 폭 제한 4, 8 

균등 구조의 Namespace 크기 4096 

균등 구조의 Finger Table 크기 12 

컨텐츠 수 4000 

Resolution 요청 발생 빈도 2초 마다 

표 1: 실험 설정 

 

 

그림 1: 최적 경로 구성과 균등 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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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실험을 통해 알아 본 평균 홉 수는 <그림 2>

와 같으며 따라서 균등 구조의 4.13홉과 임의 구성의 홉 

수가 가장 유사한 경우인 폭이 8 (4.25홉)인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3>은 임의 구성의 계층 구조와 균등 구조를 비교

한 것이다. <그림 3>의 홉 수는 <그림 2>의 홉 수와 같으

므로 임의 구성의 폭 4, 폭 8, 균등 구조 순으로 점차 작아

졌다. 한편, 응답 시간은 균등 구조가 가장 길고 임의 구성

의 폭 4, 폭 8 순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최적 경로 구성의 계층 구조는 균등 구조보다 응답 시간

이 약 4.5배 빨랐으나, 임의 구성의 계층 구조는 폭 4일 때 

15.22초로 약 1.2배, 폭 8일 때 11.30초로 약 1.6배 빨랐

다. 이를 통해 최적 경로 구성이 임의 구성보다 응답 속도

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임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임의 구

성이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이다. 균등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

하지 않지만 임의 구성에 비해 더 긴 응답 속도를 보이는 

점에서 임의 구성이 균등 구조보다 유리함이 있다. 

 

5. 결론 

Resolution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크게 계층 구조와 균등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층 

구조는 다시 최적 경로 구성, 임의 구성, 제한된 폭 및 높

이를 가진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토폴로지들 간의 성능을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으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응답 시간의 측면에서 최적 경로 구성이 다른 

모든 토폴로지보다 짧은 응답 시간을 보였으며, 균등 구조

가 가장 긴 응답 시간을 보였다. 응답 시간과 홉 수는 직접

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자세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계층 구조가 균등 구조보다 짧은 응답 시간을 

나타내어 Resolution 시스템에 적합하였다. 다만 최적 경로 

구성과 임의 구성이 모두 계층 구조에 속하지만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균등 구조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노드의 진출입이 용이

한 구조적 특성을 Resolution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으므

로 향후 네트워크의 정보를 반영하는(topology-aware) 균

등 구조에 대해서도 실험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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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임의 구성과 균등 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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