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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기 네트웍 모델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단지 서버 컴퓨터(Host)에 전화선이 케이
블로 연결되어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전형적이며 단순한 터미널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이었
다. 이것은 C/S(Client and Server)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이며, 그것이 아주 잘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네트워킹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킹은 비
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처럼 서버 집중형 C/S 모델은 공통적으로 가공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서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게임과 같은 서버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서버측의 운영 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C/S 모델은 서버의 컴퓨팅, 리소스 등의 일방적
인 부담을 점차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나누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는데, 여전히 서버는 신뢰 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동시에 온라인 게임의 발전과 더불어 전성기를 맞은 C/S 모델은 대역폭 등
제한된 서버의 자원은 수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및 서버 유
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점차 그 한계를 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킹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P2P(Peer to Peer)이다. 이 모델은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운영 비
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속해있는 네트워크 환경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P2P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2. Peer to Peer architecture
2.1.

Types of P2P model

P2P는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몇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어 통신하
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경우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Host(접속을 받아들이는 컴퓨터)가 되
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Host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C/S 모델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서버 한곳으로 연결을 시도하지만, P2P 모델에서는 접속지인 Host가 하나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 이
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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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물형 P2P 모델

앞의 그림과 같이 그물형 모델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Host가 되며, 각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
트들과 연결을 구성한다. 이것은 어느 한 쪽으로 데이터가 치우쳐 처리되지 않는 동등한 입장이 된다.
각자가 모두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상대와 즉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는 링형 모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그림 2.2. 링(Ring)형 P2P 모델

이 방식은 각 클라이언트가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을 갖고있는 구조로서, 원하는 클라이언트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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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통신은 힘들다. 이 경우도 역시 각 클라이언트가 모두 연결을 받아야 하므로 Host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된 두 가지 모델에서는 모두 각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받는 Host와 연결을 요청하는
Client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Host가 된다는 의미는 단지 네트워킹을 위
해 연결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므로 서버의 역할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연결 지향적 특성을 갖는
TCP가 아닌 UDP를 사용한다면 실제 Host나 Client와 같은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2.2.

Weak point of P2P model

P2P는 서로가 통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언제든 정보를 넘겨둘 수 있도록 연결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P2P로 연결될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Host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Host는 연결을 받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한가지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클라
이언트들 가운데 하나가 NAT 영역 내에 위치해있는 것이다.

211.58.x.x

210.192.x.x

NAT 영역

211.58.x.x

192.168.0.1

그림 2.3. NAT 영역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공인 IP를 받은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서로와 패킷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목적지의 IP와 포트 번호
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통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공인 IP를 갖는 클
라이언트가 NAT 영역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직접적인 연결을 이룰 수 없다. 공인 IP가 아니기 때
문에 사설 IP 정보로는 그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P2P 통신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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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osal for P2P networking in NAT area
3.1.

3 Models by network situation

앞서 알아본 P2P 모델들의 상황은 모두 두 개의 클라이언트로 일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는 연결 관계에 있어야 하며, 각자가 위치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Client A (공인 IP)

<->

Client B (공인 IP)

이와 같이 양측이 모두 공인 IP를 취한다면 문제가 될 상황은 없다. 두 클라이언트가 모두 서로를
인식하고 연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모델이다.
단, 어느 한 쪽이 방화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물론 해결할 수 없다.

Client A (공인 IP)

<->

Client B (사설 IP)

B는 A로 패킷을 보낼 수 있으나, A에서 B로의 통신은 불가능하다. C/S 모델에서는 A가 먼저 서버
가 되어 해결할 수 있지만, P2P에서는 항상 A에서 B로 패킷을 먼저 보낼 수 없으므로 P2P 네트워킹
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Client A (사설 IP)

<->

Client B (사설 IP)

가장 난해한 경우가 바로 이처럼 양측이 모두 NAT에 위치한 상황이다. 이 경우 두 클라이언트는
스스로가 연결을 이룰 수 없으므로, 서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하지만 C/S 모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P2P 연결을 이루기 전까지만 서버가 개입하게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설 IP와의 통신이다. 이것은 공인 IP와 사설 IP 사이의 주소
변환 시스템인 NAT의 기능을 사용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NAT 사이의 포트 매핑
(Port mapping)을 이용하는 UDP Hole Punch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3.2.

UDP Hole Punching

사설 IP를 갖는 두개의 클라이언트가 P2P 통신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의 IP 주
소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클라이언트가 P2P 통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버
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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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 서 모 든 통 신 은 UDP를 사 용 한 다 .

1. Client A에 서 Server로 패 킷 을 보 낸 다 . = Packet A
2. Client B에 서 Server로 패 킷 을 보 낸 다 . = Packet B
3. Server에 서 는 Packet A에 서 주 소 정 보 를 얻 어 와 Client B에 게 보 낸 다 .
4. Client B에 서 는 서 버 로 부 터 받 은 Client A의 주 소 정 보 를 사 용 해 Client A
로 패킷을 보낸다.

그림 3.1. Sequence Diagram: UDP Hole Punching

양측 클라이언트는 모두 NAT를 통해 서버에게 UDP 패킷을 보낸다. 이때 NAT에서는 UDP 패킷을
보낸 내부 포트와 나가는 포트를 맵핑한다.(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때 NAT
에 맵핑된 정보는 일정 시간동안 살아있게 되므로, 이 정보를 서버에서 읽어와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Client A가 Server로 UDP 패킷을 보낼 경우, Client A에게 할당된 2000번
포트와 Server로 보내는 20000번 포트가 NAT에서 하나의 정보로 맵핑되어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
에 20000번 포트가 살아있는 동안은 외부에서 Client A로 다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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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NAT와의 P2P 연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방
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NAT에 의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통신을
제공하는 NAT를 사용한다면 앞의 UDP Hole Punching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P2P
통신을 하려는 클라이언트들이 각자의 NAT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야 한다.

3.3.

Types of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모든 NAT가 앞의 것과 같이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포트 맵핑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NAT도 있다는 것이다. NAT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판단해야 정상적인
P2P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Type
Full Cone

Description
내부 한 쌍의 IP와 Port에 대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Port가 하나로
맵핑된다.
즉, 맵핑된 주소와 포트를 사용하여 모든 외부 호스트는 내부 호스트
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Restricted Cone

Full Cone과 동일하지만,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앞서
내부에서 외부로 먼저 나가야 맵핑된다.

Port Restricted Cone

Restricted Cone과 동일하지만, 제한 조건에 Port도 함께 포함된다.

Symmetric Cone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내부의 IP와 Port가 동일하더라도 목적지의
주소나 포트가 달라지면 NAT에서 맵핑된 포트도 달라진다.
표 3.1. NAT의 종류

Symmetric Cone을 제외한 세가지는 모두 NAT에 매핑된 하나의 포트를 사용하여 내부의 호스트와
통신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패킷을 보내는 하나의 포트를 통해 받아들이는 패킷은 외부 어디에
서든 보내질 수 있다는 1:n의 의미이다. 하지만 Symmetric Cone의 경우는 다르다. Symmetric Cone
은 1:1의 개념으로서, 내부 호스트와 통신하는 외부 호스트들은 모두 각자 다른 포트를 사용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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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핑된 포트
외부 호스트

내부 호스트
외부 호스트
NAT

외부 호스트

그림 3.2. Full, Restricted, Port Restricted Cone의 구조

외부 호스트

내부 호스트
외부 호스트
맵핑된 포트

NAT

외부 호스트
그림 3.3. Symmetric Cone의 구조

Symmetric Cone의 구조는 보기에 일반적인 TCP와 같은 1:1 구조로서 사용이 용이해보이지만, 오
히려 P2P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앞의 UDP Hole Punching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UDP Hole Punching에서는 서버에서 받은 Client A의 주소 및 포트 정보를 Client B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통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Symmetric Cone에서는 서버가 받은 Client A의 주소 정보
는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Client B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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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B

Client A
통신 포트가
NAT

Server

다르다.

그림 3.4. Symmetric Cone에서의 UDP Hole Punching

3.4.

Modification of UDP Hole Punching

이러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먼저, Symmetric Cone 방식의 NAT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의 경우 목적지가 달라지면 다른 새로운 포트로 맵핑되는 구조를 갖고있
다. 여기에는 유의할만한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로운 포트가 맵핑되면 이것은 ‘기존의 포트 번호
+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100%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1된 포트가 사용중이 아닐 경우
맵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Symmetric Cone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변칙적인 UDP Hole Punching을 시도
해볼 수도 있다.

< Client A(사 설 IP/Symmetric) <-> Client B(사 설 IP/Not Symmetric) >

1. Client A에 서 Server의 Port 1로 패 킷 을 전 송 한 다 .
2. Client A에 서 Client B로 패 킷 을 전 송 한 다 .
3. Client A에 서 Server의 Port 2로 패 킷 을 전 송 한 다 .
4. Client B에 서 예 측 되 는 Client A의 포 트 번 호 로 패 킷 을 전 송 한 다 .

앞의 과정 가운데 1 ~ 3번을 보자. Client A는 서버측에서 개설한 두개의 포트와 통신을 이루었으며,
그 중간에서 Client B에게도 패킷을 전송하였다. 앞서 가정한 내용으로 추측해보면,

1. Client A -> Server

: Port 1

2. Client A -> Client B : Port + 1 (?)
3. Client A -> Server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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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Client A에서 Client B로의 매핑된 포트번호는 1번과 3번 과정에서 사용된 포트 번호 사이
에서 맵핑되었음을 의미한다.(물론 여기에서 포트는 Server의 포트가 아니라 Client A의 NAT에서 맵
핑되는 포트를 의미한다.) 서버는 3번까지 작업을 마친 후 1번과 3번 패킷으로부터 포트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얻어낸 값 사이에 Client A -> Client B의 맵핑된 포트 번호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3.5. Symmetric에서의 UDP Hole Punching

어느 한 쪽만 Symmetric이라면 앞의 과정만으로 P2P 통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드
문 경우로서 양쪽 모두 Symmetric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우리는 NAT와의 P2P에서 모두
서버가 개입하였듯이, 이 상황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양쪽이 모두 다
Symmetric이라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통신과정을 다시 그려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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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A(사 설 IP/Symmetric) <-> Client B(사 설 IP/Symmetric) >

1. Client A에서 Server의 Port 1로 패킷을 전송한다.
2. Client B에서 Server의 Port 1로 패킷을 전송한다.
3. Server는 Client B가 보내온 포트 정보를 Client A에게 전송한다.
4. Server는 Client A가 보내온 포트 정보를 Client B에게 전송한다.
5. 각 Client는 수신 받은 포트 번호 + 1 값으로 서로에게 전송한다.

그림 3.6. Symmetric과 Symmetric에서의 UDP Hole Punching

4. Conclusion
지금까지 NAT의 종류와 NAT 영역과의 P2P 통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현재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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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이는 NAT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공유기에서 주로 쓰이는 Full Cone 방식이지만, 우리는 앞에서
알아본 네 종류의 NAT에 대해 모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각자의 NAT 종류에 대해 파
악을 하고, 그에 맞는 UDP Hole Punching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 Symmetric Cone의 구별 >

Client send a packet to Server on port 1

= NATPort_A

Client send a packet to Server on port 2

= NATPort_B

if NATPort_A != NATPort_B
the NAT is Symmetric Cone.
else
the NAT is not Symmetric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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