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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etem은 광역 네트워크의 특성을 에뮬레이팅하는 실험 프로토콜을 위한 네트워크 에뮬레
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netem은 iproute2에 포함되어있는 기능으로써 2.6 이상의 리눅스 커
널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문서의 예제는 Ubuntu
12.10 64-bit를 2대의 VMware에 설치하고 Local Network로 연결한 환경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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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ion) 설치하기

대부분의 경우 iproute가 Linux Kernel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다. 만일 iproute가 없거
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경우, apt-get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
다.

그림 1. Iproute 설치

2.

Network interface 설정하기

*Interface의 설정 값 확인하기.

그림 2. interface 설정 값 확인
아무 설정이 되지 않은 eth0의 설정 값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다른 interface를 확인하고
싶다면 eth0에 다른 interface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

*Interface에 설정 추가하기

그림 3. interface 설정 추가
eth0에 100ms의 delay 설정을 추가하고 설정 값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interface에 아무
런 설정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add를 사용하여 설정을 추가한다. delay 설정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뒤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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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의 설정 변경하기

그림 4. interface 설정 변경
100ms로 설정된 eth0의 delay를 50ms로 변경하고 설정 값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interface에 설정이 추가되어있는 경우, 설정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change를 사용한다.

*Interface의 설정 제거하기

그림 5. interface 설정 제거
eth0에 설정된 모두 설정 값을 제거하고 설정 값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3.

Packet Delay (고정값)

그림 6. packet delay 100ms 설정 및 ping test
interface를 통과하는 packet에 일정하게 Delay를 주는 기능이다. dev와 root 사이에
interface name을 작성하고 delay 뒤에 원하는 값을 작성한다. ping test를 통해 packet 교
환에 delay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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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cket Delay (일정 범위값)

그림 7. packet delay 100±30ms 설정 및 ping test
고정 Delay 설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Delay 값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주는 기능이
다.

delay [기준 delay] [± delay] 로 작성한다. ping test를 통해 70~130ms 사이로 delay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Packet Loss

그림 8. packet loss 25% 설정 및 ping test 1
interface를 통과하는 pakcet이 일정한 확률로 loss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loss
후에 %로 loss율을 설정하면 된다. 표본이 많을수록 설정한 값과 유사해지며 <그림 9.>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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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acket loss 25% 설정 및 ping test 2
<그림 9>는 약 1만개의 packet을 교환한 테스트이고, 25%의 loss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6.

Packet Duplication

그림 10. packet duplication 50% 설정 및 ping test
interface를 통과하는 pakcet에 일정한 확률로 duplication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ping test에서는 3개의 duplication의 발생했으나, 표본이 많아지면 설정 값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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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cket Corruption

그림 11. packet corruption 20% 설정 및 ping test
interface를 통과하는 packet의 offset에 일정 확률로 무작위의 단일 비트 에러를 만드는
기능이다. ping test를 통해서 비트의 에러가 발생하여 데이터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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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중 설정

위에 설명한 기능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parameter들을 뒤에 이어서 작성
해주면 된다.

그림 12. packet delay 250ms 와 packet loss 25% 설정 및 ping test
ping test를 통해 packet의 delay가 250ms 와 loss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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